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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헌의부 보고

제105회기 헌의부 사업경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보고인 : 부  장 조영기

서  기 박철수

1. 조직

1) 임 원 : 부장 조영기, 서기 박철수, 회계 이기택, 총무 서현수

2) 실행위원 : 윤희원 강태구 진용훈 김수일 이종찬 주진만 석광희 정진관 박재호 원태윤 이창원 

김현설 최찬용 김용제 육수복 지동빈 정태운 신덕수 이병우 이순우 류형옥 김해귀 

원  철 이상돈

3) 위 원 : 김상윤 신성용 김병주 한문우 이원석 강동현 오태헌 조남기 김근태 양은종 주남식 

박병채 최성은 신안식 오성환 권순웅 신현필 김기환 김성곤 박광재 김철환 최동현 

이진두 이도형 김우식 김기수 진용식 조흥래 손국달 박영철 박노성 장순직 장종섭 

최용만 노용식 박정복 김신웅 정윤구 배용식 한국환 이은환 최재옥 윤성권 김한규 

손정호 김연수 강갑수 방성일 박춘호 배만석 채이석 박귀선 박  철 나원주 김병호 

최창기

2. 회의

1) 실행위원회

(1) 제1차 실행위원회

 일 시 : 2020. 11. 2(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실행위원회의 위임장 확인의 건은 본인이 작성 후 스캔하여 모바일, 팩스, 우편 포함하여 보

내는 것까지 허락하기로 하다.

② 위임장 없이 무단으로 2회 이상 불참시 실행위원을 교체키로 하다.

(2) 제2차 실행위원회

 일 시 : 2021. 3. 15(월)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울강남노회의 위탁판결의 건은 제94회 총회규칙개정안 총회규칙 제2장 제7조 3항과 제3장 

제8조 3항 (4)헌의부에 관한 내용이 상충되므로 규칙부에 질의하되 임원회에 맡겨 규칙부에 

질의 후에 처리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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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실행위원회

 일 시 : 2021. 5. 14(금) 13:3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울강남노회의 위탁판결의 건은 죄상 추가 건과 병합하여 총회규칙 제2장 7조에 의거 기각

하기로 하다.

② 황동노회 예사랑교회 김선길 씨 외 2인의 황동노회 예사랑교회 엄주철 씨 외 2인에 대한 상

소 건은 3인이 각각 판결 받은 것을 병합하여 상소하였기에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으므로 기

각하기로 하다. 

(4) 제4차 실행위원회

 일 시 : 2021. 7. 2(금)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김미경 씨 외 2인의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홍덕창 씨에 대한 상소 

건은 상설재판국 이첩하기로 하다.

2) 임원회

(1) 제1차 임원회

 일 시 : 2020. 10. 14(수)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기 문제는 부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② 실행위원은 아래와 같이 선정하다.

윤희원, 강태구, 김상윤, 진용훈, 김수일, 이종찬, 주진만, 석광희, 정진관, 박재호, 원태윤, 

이창원, 김현설, 최찬용, 김용제, 육수복, 지동빈, 정태운, 신덕수, 이병우, 이순우, 류형옥, 

김해귀, 이상돈, 원철 

③ 1차 실행위원회는 11월 2일 오후 1시에 모이기로 하다. 임원회는 오전 10시에 모이기로 하다.

(2) 제2차 임원회

 일 시 : 2020. 11. 2(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부장 조영기 목사가 박철수 목사를 서기로 천서하여 그대로 받기로 하다.

② 윤희원 목사를 헌의부 고문으로 추대하다.

③ 실행위원 출석 정족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임장을 받기로 하다.

④ 위임장이 없이 무단 2회 결석시 실행위원 교체를 총회임원회로 보고하기로 하다.

⑤ 실행위원 인원 초과로 이상돈 목사를 제외하기로 하다(본인의 동의를 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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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차 임원회

 일 시 : 2020. 12. 4(금)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실행위원 교체의 건은 김상윤 목사 대신 이상돈 목사로 교체하기로 하다(김상윤 목사 본인 

동의를 득함).

② 총회재판국 재판서류 심의 관련 협조의 건은 참조하기로 하다.

③ 코로나19로 현재 총회회관에서 실행위원회 회집이 불가하므로, 외부장소(제3의 장소)를 알

아보고 회집하기로 하고 여의치 않을 시 코로나19 방역단계가 내려가 회집이 가능할 때 실

행위원회를 회집하기로 하다.

(4) 제4차 임원회

 일 시 : 2021. 3. 15(월)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긴축재정운용협조의 건은 받고 참조하기로 하다.

② 제105회기 총회감사(중간) 일정 및 자료 제출의 건은 받고 참조하기로 하다.

③ 재판서류이첩 관련 협조 요청은 참조하기로 하다.

④ 서울강남노회의 위탁 판결의 건은 실행위원회 시 총회규칙 제2장 제7조 2항과 제3장 제8조 

3항 (4) 헌의부에 관련된 내용을 설명한 후 규칙부에 질의 후에 결정하기로 하다. 

(5) 제5차 임원회

 일 시 : 2021. 5. 14(금) 11: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규칙부 답변의 건은 보고로만 받기로 하다.

② 서울강남노회의 건은 상설재판 건이 아니므로 기각 의견으로 실행위원회의에 넘기기로 하다.

③ 황동노회의 건은 상소인들이 사법에 갔고, 또 절차에 맞지 아니하므로 기각 의견으로 실행위

원회의에 넘기기로 하다.

④ 서울강남노회의 건(죄상 추가의 건)은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다.

(6) 제6차 임원회

 일 시 : 2021. 6. 25(금) 13: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서울노회 신촌중앙교회 김미경 씨가 올린 상소 건은 받아 실행위원회에서 처리키로 하다.

(7) 제7차 임원회

 일 시 : 2021. 7. 2(금) 10:00

 장 소 : 총회회의실

 결의사항

① 지난 회의 결과를 유효한 건으로 받기로 하되, 서기부에서 변경된 수임 건을 다루기로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