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수목사 준비 과정을 위한 실행 지침
목회자와 안수를 준비하는 교역자를 위한 지침
나사렛 교회 LA 지역 안수심의 위원회 (Board of ministry )
지방감독과 안수심의 위원회 모두가 안수과정에 심혈을 기울이기때문에, 효과적인
안수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규정 (policy) 과 추천과정을 따르도록 한다.
사역기간 과 자격증서
안수를 받기 위해- 후보자는 반드시 현재 섬기는 사역이 있어야 한다.
안수를 받기 위해- 후보자는 반드시 한 교회에서 연회인정 전도사로 최소 3년간
지속적으로 섬긴 사역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파트타임 사역자일경우 기간의 합이 3년간의 전임사역과 동일한것이 되어야 한다
사역시간의 기록 : 담임 목회자와 안수 후보자의 사역 시간의 기록이 일치 해야 한다.
(담임목회자는 후보자의 사역 시간기록을 체크 하고 실행 협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
마감 날짜 / 기간
개교회 인정증서( Local church license) 의 기간은 최소한 1년이 필요하며 시간은
지방연회를 기준으로 한다. 안수 신청자와, 연회 인정증서 신청자, 연회 인정증서
재 신청자들은 1,2,3월에 받을 인터부를 위해 받드시 LA 연회에 반드시 11월 30
일까지 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이혼의 장벽
후보자중 과거 이혼의 경험이 있을경우, 자신의 성화경험(sanctification )과 간증을
제출 해야한다 (이혼장벽을 제거하려면 완전성결 경험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는 안수심의 위원회와 만나고 안수심의 위원회 는 이혼 장벽의 제거를 중암감독
위원회에게 신청하며 중앙감독이 이혼장벽의 제거여부를 결정한다.
이혼의 장벽의 제거 하기까지 후보자는 지방 인정 증서를 받을수 없다.
중앙감독은 1년의 두번만 회동하므로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연회인정 증서 받는데
다음해까지 기다린다.
이혼에 대한 이슈는 최대한 빨리 다루고 과정을 진행하기를 추천 한다.

필수 이수과정
www.LADTC.org 를 방문하여 “Board of Ministry” 를 클릭하면 안수 목회자
(elder)와 교역자 (deacon) 를 위한 모든 사역 필수 과정이 있다. L.A District
Training Center, Grace Bible College, or Emmanuel Bible College 에서 안수에
필요한 과정의 강의를 이수할수 있다. 연회 인정 증서를 처음으로 받으려면 최소 6
과목 안수 필수과정을 들어야 한다. 6 과목중 하나인 나사렛 교회사와 규정에 대한
코스를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개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가 나사렛 교단의 문화와
교리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LA 지방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특별하게 적용한다.
지방인정 증서 갱신을 위해, 후보자는 지난해 지방연회를 기준으로 최소 2과목을 더
이수해야만 한다.후보자가 어려운 사정으로인해 한해 제출하지 못한경우에 편의를
바주기도 한다. 두번째 해에도 제출하지 못한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
후보자는 지방인정증서 갱신을 받지 못하게 된다.
안수 후보자들은 안수에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연회인정증서 인준 첫해를 기준으로
하여 10년이내에 모두 안수자격을 충족해야한다.
성적증명서  과거 교육 과정
지방인정증서를 신청하기전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역과 성경에 관한 과목을
이수했다면, 과거 학업의 성적증명서를 준비하여 (학업/자격증) 을 담당하는 안수
위원회 담당자에게 연락하고 성적증명서를 교육기관에서 직접 보내도록한다.
인터넷 LADTC 페이지에서 Board of Ministry을 찾아 상담 문의 번호와 담당자를
찾는다. 참고: “Modular Courses” 통해 이수한 과정은 LA 지방에서는 안수 이수
과목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안수 후보자 주말 (The Ministry Candidate Weekend) 프로 그램
안수 후보자 주말 (The Ministry Candidate Weekend)은 개별 자질평가를 위한 주말
이벤트로 모든 안수 후보자와 배우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MCM 이벤트에 참석 하기위해 후보자는 최소 1년 이상 지방인정증서를 받았어야
한다. 후보자는 안수를 받기전 반드시 MCM 이벤트에 참석해야 한다.
후보자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 하더라도 이벤트에 참석하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신청서와 문의사항은 지방 본부에게 하도록 한다.
백그라운드 체크
연회에서 후보자 모두의 백그라운드를 체크 한다
-. 새로운 후보자
-. 타교파에서 온 교역자
-. 지방 인정증서 갱신자중 아직 백그라운드 체크가 안 되었던자.

-. 인정 받은 교역자
-. 안수 후보자 백그라운드 체크 대기자
온라인 과목을 위해 필요한 정보와 서류는 지방본부로 연락하여 문의 한다.
법적 신분/ 이민 상태
불법체류자라도 안수를 받을수 있다.
법적으로, 불체자는 노동의 대가를 직접 금전으로 받을수 없도록 제정되어있다.
법적으로, 사택이나, 주택보조, 공과금을 받을수는 있다.
안수 후보자는 개교회와 LA연회에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으로 지방감독이 후보자들의
법적 신분을 살펴보아야만 한다.
지방 연회 안수 예배
연회에 인정 증서를 처음 받은 사역자나 갱신한 사역자 모두 안수 예배에 참석 하기를
요구한다. 참가한 안수 후보자를 대중앞에서 선포한다. 지방인정증서를 받은자들중에
은퇴한 목회자들도 모두에게 알리게 된다. 지방인정증서는 자동적 으로 갱신 되거나,
은퇴 목회자로 자동 처리하지 않는다.
멘토링
모든 연회 인정 목회자 후보는 반드시 그 사역과 목회를 위한 멘토를 가져아 한다.
멘토는 안수목사로 담임 목사나 그교회의 부목사도 될수있고, 혹은 은퇴한 선교사나
목사가 멘토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부득히 다른 교단의 목회자 를 멘토로 삼는경우
성결 교리를 따르는 교단의 목회자가 될수도 있다. 후보자는 연회에 멘토가 누구인지
알리고 멘토의 이메일과 전화 연락처를 알려준다. 멘토는 후보자와 만나고, 인도하며
지방 감독과 안수위원들에게 후보자의 목회소명, 성품, 진행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정직하게 나눌수 있는자이어야 한다. 또 후보자에 관해 염려되는 점에
대해서도 정직하게 검토 하는자이어야 한다. 또한 멘토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도 의사를 소통할수 있어야 한다. 배우자가 목회사역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각 후보자의 조언자 역할을 담당한 안수심의 위원은 안수에 필요한 세가지
요소를 살펴보도록 한다
1) 후보자가 한해에 2 과목을 이수 하는가에 관해
2) 11월에 인정 증서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는가에 관해
3) 멘토와 통화하여 후보자의 필요한 모든것들이 잘 준비되어 가는것을 확인한다.

중앙 감독의 최종 승인
참고: 안수심의 위원회가 다음해 지방연회에서 안수받을 후보자를 중앙감독에게
추천하게 된다. 담당 중앙감독의 최종 승인에 따라 안수의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목회자자를 위한 지침
연장교육: 모든 목회자는 연장 교육/평생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년에 20시간을
이수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교육은 컨퍼런스나, 강의 혹은 독서를 통해 받을수 있다.
연회에 연락하거나, LADTC.org 에서 Board of Ministry 페이지를 열고 Lifelong
Learning Description & FAQ and for “Recognition of Lifelong Learning Hour.”
를 참고 하기로 한다. 연장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목회자에게 벌칙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사역보고기록에 교육 불참에 관한 노트가 첨부되어 다른 교회나 연회로
이적할 경우 목회자의 기록에 반영되게 된다.
임명된 사역이 없는 경우:
임명된 사역이 (전임사역이나 파트타임)이 4년간 지속적으로 없을경우, 연회에서
안수증의 반납을 요구할 것이다.
God Bless You!
연회 인증을 받거나 안수를 받은 목회자, 바로 당신은 중요한 지도자인다. 당신의
지도력에 교회에 자라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실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