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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인 : 서울남연회 감독, 강남지방회 감리사
제  목 :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의 미주자치연회 관련 불법적 결의에 대한 
         미주자치연회 실행부 위원회의 결의 및 입장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의 미주자치연회 관련 불법적 결의에 대한 미주자치연회 실행부 위원회의 
결의 및 입장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대한감리회에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서울남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김정석 감독이 청원서 그룹 대표들에게 위임하여 미주자치연회 경
계 안에서 불법적으로 소집했던 미주광역지방 조직지방회(일정:9월12일 월요일 서부시간 오후 4시, 
장소:부에나팤 소재 반석교회)를 취소하고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개 교회를 서울남연회 강남지방회
로 편입하도록 강남지방에 요청하기로 결의했고, 조직지방회를 편입감사예배로 변경하여 개최한다
고 당당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당당뉴스 기사 “미주64교회 지방회 조직하려다 강남지방회 편입 선
회” 참조).

이에 미주자치연회 실행부위원회에서는 만일 이 일이 진행된다면 서울남연회 감독과 강남지방회 
감리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결의하였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1. 서울남연회는 미주자치연회의 소속 교회와 연회원들을 분열시키고, 장정을 무시하여 기독교대한
감리회의 기능과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2. 서울남연회가 근거로 삼고 있는 장정 1733단의 “장정과 자치법의 상충”에 대하여 “공적인 판
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감독회의에서 협의하여”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관성이 담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회 실행부위원회와 지방회 실행부위원회의 결의만으로 개체교회를 특정연회 
및 지방으로 편입시키는 것은 장정의 그 어떤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소속 연회와 지방회에서 행정적 결의나 절차 없이 타 연회 및 지방으로 개체교회가 소

속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장정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남연회는 미주자치연회 소속 64교회들을 서울남연회의 강남지방회로 편입시키려는 불

법적이고 초법적인 행위를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애초에 미주자치연회에 대한 내정간섭이 없었다면 벌써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해결되었을 사안
이었습니다. 지난 감독회의에서 감독회장께서도 미주자치연회의 문제는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잘 해
결하도록 권고하겠다는 입장을 뒤늦게나마 밝히셨고, 다른 연회의 감독들도 미주자치연회 소속 교
회들을 서울남연회로 편입하는 것은 현 장정으로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서울남연회도 미주자치연회 문제는 미주자치연회 안에서 스스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미주자치연회의 문제에 개입하는 악의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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