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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일반 결혼 후 1년 대기 기간 중단
우리는 성전에서 집행되는 남녀의 인봉을 통해 부부와 그들의 후손이 다른 방법으로는 얻을 수 없
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부가 모두 인봉 의식과 축복을
받기 위한 합당한 자격을 갖추도록 권고합니다.
일반 결혼을 한 부부가 인봉을 받기 위해 1년을 기다려야 하는 정책은 이제 중단됩니다. 일반 결혼
을 한 부부는 성전 추천서를 받게 되면 성전에서 인봉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 지도자들은 부부가 성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받도록 권고해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결혼이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나 성전 결혼으로 부모나 직계 가족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
는 경우, 성전 인봉 이전에 일반 결혼을 하는 것이 승인됩니다.
우리는 이 변화를 통해 남녀의 결혼과 인봉이라는 특별한 시간 동안 가족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
하나가 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영원한 결혼이 주는 축복을 회원들이 이해하고, 이를 위해 준비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
와 주시는 지도자 여러분들의 영감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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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결혼 후 1년 대기 기간 중단
2019년 5월 6일 제일회장단 서한 동봉 자료

1.

일반 결혼도 행해질 때 성전 인봉의 영원한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할 수 있습니까?
이 정책의 변화가 성전 인봉을 덜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인
봉의 중요성은 영원히 지속되며 성약의 길에서 더없이 값진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가능한 경우, 부부는 성전에서 결혼과 동시에 인봉되도록 권고받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하는 결혼이 법적
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곳이나 성전 결혼으로 부모나 직계 가족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 성전
인봉 이전에 일반 결혼을 하는 것이 승인됩니다.
성전에서 인봉될 부부를 위한 일반 결혼 의식은 간소하며 품위 있어야 합니다. 회원들이 성전 인봉의 중요
성과 신성함을 이해하도록 지도자들이 도움으로써 인봉은 결혼의 핵심이 되며 부부가 함께 삶을 시작하
는 영적인 기반이 됩니다.

2.

일반 결혼 후 회원들이 얼마나 빨리 성전에서 인봉되어야 합니까?
일반 결혼 후 회원들이 인봉되어야 하는 특정 기간은 없습니다. 신권 지도자들은 부부를 접견하고, 부부
가 성전에서 인봉되기에 합당하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성전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합당하며 준비된 부부
는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바로 인봉될 수 있습니다.

3.

교회 집회소가 일반 결혼식에 사용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집회소에서 일반 결혼식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감독을 만나 『지침
서 제1권』 3.5.3에서 있는 지침을 검토해야 합니다.

4.

새로 침례 받은 회원은 성전에서 인봉되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새로운 회원은 확인받은 날짜로부터 1년 후에 엔다우먼트를 받을 자격이 되며 성전에서 인봉
될 수 있습니다. 그해에 일반 결혼을 하기로 한다면,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인봉될 수 있습니다. 그
들이 엔다우먼트와 인봉될 준비를 하는 동안, 대리 침례와 확인을 위한 제한 사용 성전 추천서를 받아 사
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또한 그들에게 성전 의식을 위해 가족 이름을 준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
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