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10

E10
REGULATIONS GOVERNING
MULTICULTURAL MINISTRIES
UNDER CHURCH MINISTRIES

교회사역부 산하 복합문화사역국
운영 규정

T

C&MA는 영적 의무를 인식하고 많은 문화,
민족, 언어, 지리적 조건을 경계로 하여 각기
다른 민족교회를 교회사역부 산하에 소속시
키는 것을 인정한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본 교단의 목적 중 하
나이며 이를 위해 교회사역부 산하에 복합문
화사역국을 둔다.

I. ADMINISTRATION

I. 관리

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recognizes its spiritual
obligations to the many cultural, ethnic, and language groups
within the geographical boundaries assigned to Church Ministries. The
evangelistic and church-planting objective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among these groups shall be carried out under the
direction of Church Ministries.

A. Assistant Vice President. The assistant vice president for
Multicultural Ministries and Multiplication Ministries shall be
appointed by the vice president for Church Ministries subject to
the approval of the president and repor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The
assistant vice president shall have general oversight of the work
and shall report to the vice president for Church Ministries. He
shall be an ex officio member of all Multicultural Ministries
District Conferences and District Executive Committees.
B. Organizations. Multicultural Ministries districts and
associations shall be determined on the basis of cultural, ethnic,
or language groups rather than geographical boundaries.
1. Districts. Districts shall be classifi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E2 of the Manual as follows:
(a) Constituted District. A district having a minimum of
40 organized churches and functioning according to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Uniform
Constitution for Districts may apply to become a
“Constituted District.” Upon action of the District
Executive Committee, a constituted district may submit
a request to the vice president for Church Ministries to
transfer the district from Multicultural Ministries to
direct supervision from the office of the vice president.
(b) Developing District. A district having between 11 and
39 organized churches and functioning according to the
Policy for the Governance of Developing Districts shall
be known as a “Developing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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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총재보. 복합문화사역국 부총재보는
교회사역부 부총재에 의해 임명되고, 총
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부총재보는 민족교회
사역을 총괄하며 교회사역부 부총재에
게 업무를 보고한다. 그는 복합문화 지
방회의 연례 총회와 실행위원회의 당연
직 회원이 된다.
2. 조직. 복합문화 지방회는 지리적인 경계
보다는 문화, 민족, 또는 언어 배경에 의
해서 결정된다.
(1) 지방회. 지방회는 규례서 E2에 의거
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가.

조직지방회. 최소 40개 이
상의 조직된 교회들을 가지고 있
으며 C&MA의 지방회 헌법에 의
해서 기능을 하는 지방은 ‚조직
지방회‛가 되도록 신청할 수 있
다.‘조직된 복합문화 지방회’
는 지방회 실행위원회의 결정에
의해서 교회사역부 부총재에게
복합문화 지방회에서 부총재의
직할 지방회로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나.

미조직지방회. 소속된 조직
교회가 11개에서 39개 사이에
있으며 C&MA의 지방회 헌법에
의해서 기능을 하는 지방회는 미
조직 지방회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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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sociations. Associations of culturally/linguistically
related workers and/or churches may be organiz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for Associations under Church
Ministries. Workers and churches participating in such
associations shall relate administratively to the district of
which they are a part.
C. Support of the District Administration. All local churches
shall contribute on a regular basis, to be determined by the
District Conference, to the cost of administration.

3. 지방회 운영 지원. 모든 개체 교회는 지
방회에서 결정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여 지방회 운영비를 감당한다.

II. 사역 인가와 안수

II. LICENSING AND ORDINATION
Districts in Multicultural Ministries shall license, ordain, and
consecrate according to the Uniform Policy on Licensing, Uniform
Policy on Ordination, and Uniform Policy on Consecration. Only when
clear cultural or linguistic factors require it shall licensing, ordination,
consecration and discipline policies of a given district vary from
standard policies of Church Ministries.

복합문화사역국의 지방회는 ‘사역 인가 균
일 정책’과 ‘안수 균일 정책’에 의해서 사
역 인가와 안수한다. 오직 분명한 문화와 언
어의 문제가 있을 때만 사역 인가, 안수, 징계
에 대한 정책이 교회사역부의 표준 규정과 다
를 수도 있다.

III. 권징과 재심 요청

III. DISCIPLINE AND APPEAL
The Uniform Policy on Discipline, Restoration, and Appeal found in
the Manual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shall be
observed by Multicultural Ministries with the exception that, for
unconstituted districts, Church Ministries rather than the district shall
appoint the committee involved in the disciplinary procedure.

C&MA 규례서에 있는 ‘권징, 회복, 재심 균
일 정책’은 미조직지방회 경우에 지방회가
아닌 교회사역부에서 권징 과정을 주관하는
위원회를 임명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합
문화사역국에서도 그대로 지켜진다.

IV. 재분류

IV. RECLASSIFICATION
When the conference of a Developing District reaches a level of
administrative development and numerical strength to operate as a
Constituted District, Church Ministries may petition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to reclassify the
district to Constituted District status.
If, because of acculturation or other similarly valid ministry reasons, a
minority-culture church desires to transfer into a geographical district
encompassing the church’s location, or if for similar reasons a church
within a geographical district desires to transfer to an ethnic/
linguistically defined district, these alternatives shall be considered by
Church Ministries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the Transfer
of Churches (CM Handbook) and, if approved, be authorized by the
vice president for Church Ministries. The dissolution of a fully
constituted district and the amalgamation of its congregations into
another geographical or ethnic/linguistic district shall require the
approval of the Board of Directors upon recommendation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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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 언어/문화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역자들이나 교회들의 협회가 교회
사역부의 협회를 위한 규정에 따라서
조직될 수 있다. 그와 같은 협회에 참
여하는 사역자들이나 교회들은 그들
이 속해있는 지방회와 행정적으로 연
결된다.

미조직지방회가 성장하여 조직지방회로서의
운영이 가능한 숫자에 도달하면, 교회사역부
는 이사회에 조직지방회로 승격해 줄 것을 탄
원할 수 있다.
만약 문화 적응 또는 다른 정당한 이유로 개
체 교회가 지리적으로 인접한 영어 사용 지방
회로 이전하기를 원하거나 또는 동일한 이유
로 개체 교회가 민족 지방회로 이전하기를 원
하면, 교회 이전을 위한 지침 (교회사역 요람)
에 따라 진행되어, 만일 허락되면, 교회사역
부 부총재가 이를 승인한다. 조직지방회의 해
체 그리고 교회들이 다른 지역적 또는 민족적
지방회와 합병되는 것은 교회사역부 부총재
가 해당 지방회 실행위원회와 상의하여 이사
회에 추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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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e president for Church Ministries in consultation with affected
Districts’ Executive Committees.
V. PROPERTIES AND REAL ESTATE

V.재산과 부동산

All properties under the jurisdiction of Multicultural Ministries not
owned by a local church or a properly incorporated Multicultural
Ministries district shall be held by the Colorado corporation of The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개체교회나 적법하게 조직된 복합문화사역
지방회가 소유하지 않은 복합문화선교국 산
하 모든 재산은 C&MA의 콜로라도주 법인의
소유이다.

VI. AMENDMENTS
These regulations may be amended by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
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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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개정
본 정책은 C&MA 이사회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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