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준 받는 교역자의 사역

말씀과 봉사와 공의와 자비의 
사역을 위한 안수

개체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외에, 연합감리교회 

안수목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넓히는 

특수한 사역에 파송될 수 있습니다. 특수 사역지로는 

주로 교육, 국제안보, 평화 유지, 형무소 또는 비영리 

의료기관들이나 영리기관들입니다. 이러한 사역지에서 

섬기려면 교역자는 교단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인준 과정이란 교역자가 특정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교단을 적절하게 

대표하는지에 관해 심의하는 교회의 과정입니다. 교회는 

특별한 사역지에서 섬길 능력이 있다고 입증된 목회자들을 

인준해 줍니다.

말씀과 봉사와 공의와 자비의 
사역을 위한 안수

미국 헌법의 수정 조항 제1조는 미국 시민들의 종교적 믿음과 

생활을 보호하고 수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예를 들어, 군대나 의료기관 

또는 형무소에서), 시민들의 안전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채플레인은 이러한 공공기관에서 사람들의 종교와 영적 

생활을 담당하는 책임을 맡은 교역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공기관들의 특수한 필요성들로 인해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각 기관마다 목회적 돌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상담과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 능력, 예배와 종교교육의 리더십, 지역사회의 적극적 

기여 능력 등입니다. 모든 정부의 공공 기관은 그 특정한 

기관의 규약과 정부 조직 안에서 목회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의료기관 채플레인 사역

병원 또는 고통 완화 의료 시설이나 호스피스 등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사역하는 채플레인들은 질병, 장애, 죽음 

등을 대하는 환자와 가족, 친구들을 돕는 사역을 합니다. 

채플레인은 의사, 간호사, 정신과 의사, 사회복지사 등과 

함께 일합니다.

채플레인들은 환자의 영적 필요를 헤아리고, 환자와 가족, 

그리고 의료기관 직원들에게 목회적 돌봄을 제공합니다. 

채플레인들은 예배를 인도하고, 성례전을 집전하며,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에 참여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채플레인은 

근대의학의 복합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윤리위원회의 

일원으로도 섬깁니다.

의료기관 채플레인 사역

목회 상담자들은 성서, 신앙, 행동과학의 이해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한 특별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들은 목회 

상담소, 의료기관, 또는 개체교회의 목회 스텝으로 

사역합니다. 목회 상담자들은 전통, 믿음, 신앙 공동체의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그룹 상담을 합니다.



     
  

집사목사가 되는 첫 단계

•  아동보호소

•  임상 목회교육

•  병원

•  호스피스

•  상담 코치

•  결혼 상담과 가족 상담

•  정신 건강

•  군대(공군, 육군, 해군)

교단 
인준의 필수 

조건 (장정 ¶1421.5)

•  특별한 사역지의 인준을 받고자 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1) 본처목사, 협동회원, 준집사와 준장로 회원,    

 안수집사와 안수장로 회원.

 2) 인증 받은 대학 또는 고등교육자문위원회가 승인한   

 신학교로부터의 학위 획득.

 3) 사역의 환경에 따른 특별한 다른 필수 조건

신청 과정 (장정 ¶1421.5)

  연합감리교회 승인기구 (The United Methodist Endorsing Agency 

[UMEA]) 에 연락하여 신청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청서에 나와있는 모든 요건을 연합감리교회 승인기구에 

제출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명의 추천인과 소속 감리사의 이름과 주소. 신청자의  

  감독에게는 연합감리교회 승인기구가 직접 연락하여 추천을  

  의뢰합니다.

 •  간결하게 적은 본인 삶의 이야기와 목회사역에 관한 본인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인준을 받고자 하는 사역지와 연관 지어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자료들이 제출되고 요건이 갖추어지면 면접 

일정이 잡힙니다.

인준 결정

인준의 여부는 총회고등교육사역부의 이사들로 구성된 인준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www.gbhem.org/chaplains에서 찾으실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 615-340-7411 또는 이메일: umea@gbhem.org로 하면 됩니다.

면접

면접위원회는 인준 받은 채플레인들과 목회 상담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접의 목적은 신청자가 인준 받아 

사역하고자 하는 사역지와 관련하여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알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면접을 마친 

후에 심의를 위하여 인준위원회에 추천이 됩니다. 심사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덕성과 심리적 안정성

2) 자체 평가

3) 기독교사역 이론

4) 사역 동기

5) 연장 교육

6) 유머감각

•  목회 상담

•  법 집행기관/교도소

•  양로원

•  특수한 환경

•  영적 지도

•  중독

•  재향군인회

•  직장

7) 협동성/포용성

8) 삶의 균형

9) 기관사역과 회중사역에 

 관한 이해

10) 목회지원 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