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뉴질랜드 장로교의 절차/순서 안내
1. 노회에서 임시 당회장을 임명.
a. “임시당회장은 청빙위원장과 협력하여 모든 청빙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2. 노회에서 청빙위원장과 2 인의 노회원 (또는 장로)를 청빙위원회에 임명.
a. 노회에서 임명한 3 인은 목사와 장로를 포함 해야함.
b. 청빙위원장은 노회의 목사 또는 장로중에서 임명. (담임목사를 청빙하는
교회의 목사 또는 장로는 청빙위원장이 될 수 없음).
3. 당회에서 2 명을 청빙위원회에 임명.
4. 공동의회에서 4 명을 청빙위원회에 임명 (4 명 이상을 원할 시 노회에 신청가능).
5. 우리교회의 경우, 노회에서 3 인, 당회에서 3 인 그리고 공동의회에서 선출된 5 인이

청빙위원으로 활동 중.

청빙위원회의 활동
The Parish Profile
1. 교회 프로파일의 작성.
a. 교회의 현재 영적, 재정적, 교인들의 상태 및 통계
b. 회중 및 교구 등과 관련한 보고서
c. 교회의 조직도
d. 과거와 현제의 성과
e. 비젼/미션 선언문
f.

향후 3-5 년 간의 목표

g. 미래의 희망사항
h. 사역의 패턴과 목회리더십에 대한 기대
i.

교회의 필요와 열망

j.

교회가 위치한 지역 사회의 필요와 지역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

k. 목회를 지원할 교회의 능력 등을 포함

2. 이 프로파일이 우리교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명확하게 반영하는지
성도들에게 공개하여 확인하는 과정.

Ministry Expectations
3. 어떠한 목회 모델이 (Model of ministry) 교회의 필요와 열망에 제일 적합할지 결정.
4. 목회적 바람에 대한 결정.
a. 목회자의 중요한 속성과 목회자가 해야할 사역들을 찾고,
b. 교회 프로파일과 비슷한 절차 및 성도들에게 공개하여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The terms of call (청빙약관)
5. 담임목사의 급여, 휴가 등의 일반적인 고용계약서에 들어갈 사항들을 확정.
6. 공동의회를 소집하여, 목회 모델과 청빙 약관의 내용을 승인 받아야 함.
7. (공동의회의 승인 후) 청빙위원장이 노회에 목회 모델과 청빙 약관의 승인을 신청.
8. 노회는 (위의 내용에 동의할 경우) 청빙위원회가 공석이 된 담임목사의 자리를 채울 수
있게 허가해 줌.

Seeking the appropriate person
9. 청빙을 위한 광고 등의 시작.
10. 신청서를 받아 심의 시작.
11. 적합한 후보를 당회에 보고.
12. 당회는 최종 후보의 승인을 받기 위해 최소한 10 근무일 (working days) 전에;
a. 공동의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b. 청중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투표할 수 있도록, 최종 후보의 이름과 관련
정보를 서면으로 함께 공지 한다.
13.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최종 후보에 대한 투표.
14. (공동의회 승인 후) 청빙위원장은 노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음.
15. 담임목사의 취임.

위의 내용은 뉴질랜드 장로교에서 발간한 청빙위원회를 위한 가이드 (Guide for Ministry Settlement
Boards)에서 발췌하여, 한글로 작성되었습니다. 필요시 영어 원문을 참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