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처목사의 사역

말씀과 성례전과 봉사의 사역을
위한 인허
본처목사는 개체교회나 연장사역지에서 섬기라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파송을

받은

본처목사는

목사로서의 설교와 교육, 예배와 전례, 견신례 및 입교식,
세례와 성찬식의 성례전을 집례, (법에 허용하는 주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본처목사의 권한은
파송된 구역에만 유효합니다. 본처목사는 안수받은 목사가
아니며, 인가받은 사역후보자 과정, 인허학교, 소속 연회의
요건 등을 충족시킨 후 목회 사역을 위한 인허를 받아 사역을
합니다. 본처목사는 연회의 목회자 회원입니다.

교회생활의 질서를 지키는 인허
본처목사는 파송을 받은 곳에서 세상을 향해 복음의 증거와
봉사의 임무를 다하도록 교회의 사역을 이끕니다. 본처목사는
목회적인 지원과 지도를 하고, 평신도 지도자들이 그들의
사역을 다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본처목사는 책임이
주어진 곳의 행정 관리를 하고, 자신이 섬기는 교회(들)의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본처목사의 관계
본처목사는

감독과

지방감리사의

지도를

받으며,

자문교역자와 정기적으로 만나고, 사역의 허가를 위해 매년
지방안수사역위원회와 만납니다. 본처목사는 매년 연수교육
과정을 통해 신학 교육을 받습니다. 연수교육 과정을 마치고
준회원 자격을 받기 원하는 본처목사는 상급연수교육 과정을
마쳐야 합니다. 본처목사들은 협동회원과 함께 지속적인
동료 간의 지원을 위해 본처목사협의회와 협동회원에
속하게 됩니다.

학생 본처목사
고등교육자문위원회가 인가한 대학 혹은 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지망생 혹은 신학생으로 학교를 다이고 있는 학생은
본처목사로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자신들이
인가 받은 연회에 파송 받거나 그들이 다니는 학교가 있는
다른 연회에 파송 받을 수 있습니다 (장정 ¶ 318.3).

집사목사가 되는 첫 단계
• 먼저 The Christian as Minister 라는 책을 읽고, 교역자나
사역후보자의 자문교역자와 함께 책의 내용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The Christian as Minister는 웹사이트
www.Cokesbury.com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사역후보자 과정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해
교역자나, 집사목사, 장로목사, 또는 지방감리사에게 연락하여
문의합니다. 해당 지방감리사는 사역후보자를 사역후보자
과정에 등록하도록 초대합니다.
• 사역후보자 자문교역 그룹이나 사역후보자 개인자문교역자와
(각 연회의 결정에 따라) 함께 Answering the Call:
Candidacy Guidebook을 공부하고, 사역에 대한
여러분의 소명을 확고히 합니다.

인가받은
사역후보자가 되는 단계
– 안수받은 정회원 집사
(장정 ¶310)
• 최소 1년 이상 연합감리교회 등록교인 또는 연합감리교회와
관련된 사역지에서 활발히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 사역후보자 신청 시스템(The Candidacy Application
System)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사역후보자 지원 전형료를
냅니다.
• 지방안수사역위원회(The district Committee on Ordained
Ministry (dCOM))와 만나 본인의 안수사역에 관한 소명에
대해 논의하고, 인가받은 사역후보자가 되기 위해 장정
¶¶310-314 과 각 연회에서 열거한 모든 필요 요건의
단계를 밟아야 합니다.

교육 요건과 학력 조건 –
본처목사 (장정 ¶¶ 315, 319)
•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한 학력

이어지는 단계본처목사

• 인허학교 또는 고등교육자문위원회가 인가한
신학대학원으로부터 신학 석사 학위 과정을 1/3이상 마친
사람
• 기본연수교육 과정–본처목사들을 위한 5년 과정의 신학교육

• 매년 목회사역 인허증을 지방안수사역위원회를 통해
연회안수사역부와 연회교역자회의의 승인을 거쳐
갱신합니다.

• 상급연수교육 과정(선택)–기본연수교육 과정을 마친 후
대학원 신학 과정의 32학점을 받아야 함

• 감독으로부터 파송을 받습니다.
• 본처목사는 연수교육 과정을 다 마친 후에도
본처목사로서 계속 섬길 수가 있고, 또는 추가 요건을
충족시킨 후 협동회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역후보자 과정은 연합감리교회 장정 ¶¶ 310-314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집사목사의 사역에 관해서는 연합감리교회 장정 ¶¶ 328-331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www.gbhem.org/localpastors 에서 찾을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전화: 615-340-7416 또는 이메일: localpastors@gbhem.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