
2017 세계 총회 입법  

절차 변경 결과  
 

항목 장정 조항 절차 변경 내용 

a.  25.3 세계총회 정족수 

b.  25.4 및 305.2 중앙감독의 수를 6명의 정함 

c.  26 헌법수정 재가를 과반수에서 2/3로 변경 

d.  27 신조 연구위원회는 중앙감독회에 보고하고 중앙감독회가 세계총회에 

보고함.  

e.  31 인간의 성과 결혼의 단락들을 강조함 (절차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주목할 

가치가 있음) 

f.  32.5, 317.10 교단의 선교자금 모금을 위한 공동의 책임 

g.  104 추가 부채에 대해 회중의 투표가 요구됨 

h.  104.2 자산 매각과 보험 수익이 이제 새 교회들을 개척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i.  116 여성 출산 /남성 출산 휴가에 대해 상세히 정의  

j.  121 동역 목사(co-pastors) 선출 절차  

k.  123.4 정기 심의: 교회 위원회로부터 회중으로 진행되기 위해 이제는 2/3가 

필요함 (전에는 과반수) 

l.  123.5 정기 심의: 이제는 회중의 2/3찬성이 필요함 (전에는 과반수) 

m.  125.1 연회 감독은 특별심의에서 목사의 다른 가족들을 배제할 수 있다.  

n.  125.2 특별 심의: 교회 위원회로부터 회중으로 진행되기 위해 이제는 2/3가 

필요함 (전에는 과반수) 

o.  125.3 특별 심의: 이제는 회중의 2/3찬성이 필요함 (전에는 과반수) 

p.  127 목사와 연회감독의 허락 없이는 안수목사나 인정전도사는 

교회위원회에서 봉사할 수 없다. 학업 중에 있고 직무를 부여받지 않은 

연회 인정전도사는 봉사할 수 있다.  

q.  128 교회위원회 회의는 전자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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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01 은퇴 당시에 활동 중이었던 선교사만이 연회 총회의 대의원이 될 수 

있다.  

s.  204 연회 실체들은 회의를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t.  205.15, 229 연회 총무가 심의위원회에 추가됨. 안수 받았다면 그들은 투표권이 있음. 

평신도는 투표권이 없는 구성원임.  

u.  210 연회 감독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언어 

v.  211.5 연회 감독은 매년 진행된 교회/목회자 심의의 수를 보고한다 

w.  211.20, 540.1 징계 중인 사역자들의 회복 팀을 만듦 

x.  225.5, 538.20 징계 중인 사역자들의 회복 계획 개발 

y.  225.7 연회 실행위원회(DAB)가 법인화 되면(incorporates), 법적 문서는 그 

법인이 장정의 지배를 받는다는 점을 반드시 명시해야 함 

z.  245.3 연회 감독이 사임 또는 은퇴하면, 연회 직원은 즉시 사임한다 (새 감독 

취임 후 30일에서 변경됨) 

aa.  301.1 세계총회 대의원 

bb.  306 중앙감독의 임무가 이제 행정 뿐 아니라 담당도 포함함 

cc.  338 부속기관(subsidiaries)에 대한 지침 

dd.  344.2 세계 나사렛 국제 선교회 디렉터 선출 

ee.  507 은퇴 기관목회자는 이제 RA/Chap으로 등재될 수 있음 

ff.  525 PAC 목사들에 대한 새로운 역할 코드 

gg.  528 일상적인 SPC 임무부여를 위해 더 이상 중앙감독의 승인이 필요치 않음 

hh.  528.2 SPC 가 이제는 임무들, 단기 사이에 있는 사역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ii.  531.1 개교회 인정 전도사들에 대한 배경 점검이 요구됨 

jj.  532.1 연회 인정 자격을 받기 위해 확대된 필수조건들 

kk.  532.2 다른 교단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연회 인정 자격을 주는 조건들 확대 

ll.  536.2 자격을 박탈당한 은퇴 사역자들은 보고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mm.  538 사역자 규정의 정의와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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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시된 장정 참조는 2017-2021 장정의 전자 버전에 링크됩니다. 2017-2021 

장정의 PDF 버전은 우리의 웹사이트 http://www.nazarene.org/organization/general-

secretary/manual 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역자 명부 (Roster of ministers)” – 새 용어 

“제거됨 (Removed)” – 새 정의:  이제는 “총회의 결의”(“action of the 

assembly”)를 지칭함 

“철회된 자격 (Revoked credential)” – 새 용어:  “자격 상태”(“status of 

the credential”)를 지칭함 

“회복 (Recovery)” – 새 용어 

“복권 (Reinstatement)” – 새 용어 

“제명됨 (Expelled)” – 새 용어:  자격이 철회되고 교회의 회원권이 

제거된 사역자의 상태를 지칭함 

nn.  539.11 사임 또는 철회된 자격 복권의 새 절차 

oo.  J 항,  

단락 540-540.12 

성직자 자격의 회복에 대한 새로운 조항. 참고: 동성간 잘못된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한 영구 제외는 더 이상 없음.  

pp.  601.2 해당 연회 사역자들의 잘못된 행동 혐의에 대해 반응하는 일에 있어 연회 

감독과 함께 이제 연회 실행위원회도 포함된다. 관할 중앙감독은 이제 

지역 전략 코디네이터나 지구 조정관이 연관된 잘못된 행동 혐의에 대해 

반응한다.  

qq.  603-603.2 갈등해소 및 화해 

rr.  605.3 미성년자에 대한 평신도의 잘못된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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