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회 교단장 목사의 역할과 임무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이하 제자회로 표현-는 21세기에 온전함을 향한 하
나님의 선교에 첨단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있는 교회와 사회의 상황을 이해하고 미래
를 향한 분명한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비젼있고 변혁적인 지도자를 찾습니다. 이런 지향성을 가
지고 우리는 차기 교단장 목사-이하 교단장으로 표현-로 봉사할 분을 찾습니다. 6년의 임기는
2017년 7월 8일부터 12일 까지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릴 교단 총회의 선거를 거쳐서 2017년 7
월부터 시작됩니다. 인디애나 폴리스에서 근무하게 될 교단장의 역할은, 공동체의 선출된 수장이
며, 제자회 교회의 영적 지도자이며, 교단의 최고 경영자이고, 제자회 법인의 법인장입니다. 교단
장은 제자회의 안수받은 현직 목사여야 합니다.
역할의 목표


교단장실(The Office of General Minister and President)의 업무를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유
지한다.



교단내의 다양한 목회에 관한 사목적인 도움을 준다.



교단의 신앙과 정체성에 관한 도안(The Design)을 지키며 현실화한다.



목회의 중요한 한 가치와 우선순위로 세계교회주의(Ecumenism)를 지원한다.



교회내에서 우리 교단을 형성하는 특수한 문화적 다양성들을 인식하고 이를 장려한다.



여러 교단 기관과 단체, 지방회 그리고 지역교회간의 대화의 가교를 유지한다.



모든 사람들을 교회의 삶과 하나님의 식탁으로 환영한다는 강한 믿음을 유지해 간다.



설교와, 가르침, 사회적 미디아를 통해 효과적인 공적 소통자가 된다.



교회 내에서 우리의 언약들과 통합의 합의들(Covenants and Merger Agreements within
the Church)을 인식하고 그에 충실한다.

의무와 요구사항


지도자들의 모임과 개교회의 모임에 참석하고 설교와, 강의를 한다.



협력 목회를 이끌며 서로간의 언약적인 관계를 양육한다.



교회 일치국과 히스페닉 제자회(Obra Hispana), 흑인제자회(National Convocation), 아시
아 태평양 제자회(NAPAD)를 비롯한 소수인종목회에 조언과 지도력을 제공한다.



21세기 교회의 새로운 통찰력과 구조를 제공한다.



법인의 대표로 법적 계약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서명한다.



화해와 반 인종주의에 대한 교단의 헌신을 지킨다.

필요한 경험


개교회, 지방회, 총회 차원의 목회에서의 지도력 (교단내에서의 유급직원이나 자원봉사직
경험을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무리의 사람들을 공동체로 부르고 만들어 나가는 능력.



교회나 단체의 행정능력.



협력하는 지도력.

필요한 기술


비판적인 자세로 참여하고 경청함.



제도와 구조를 이해하고 21세기 교회을 비젼을 제시함.



세계교회주의와 종파를 초월하는 정신을 표현하고 구체화하며 증진하는 능력.



정서적이고 높은 지적능력.



깊은 영성생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 선출된 후보는 제자교회의 신앙과 정체성에 관한 도안 (The Design)을
구체화하고 해석하며 교회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화하고 해석하는 일은 교회의 세
가지 표현, 개교회, 지방회, 총회안에서의 지도력의 경험을 요구합니다. 그 사역은 다양한 목회단
체들에서의 직원이나, 이사회의 일원 또는 임원으로서의 경험을 포함합니다. 교단장은 이러한 지
도력을 설교와 강의, 그리고 교회의 다양한 지도자들과 그리고 개교회와의 만남에 참여하는 방
식으로 제공합니다.
제자회는 세계교회주의의 동역자들과 긴밀히 협력합니다. 교단장은 이러한 모임
속에서 교단의 중요한 대표로 우리교단의 에큐메니칼 업무를 총괄하는 교회 일
치국의 회장과 협력합니다.
선출된 후보는 미국 교회협의회, 캐나다 교회협의회, 세계 교회협의회와 같은
단체에서의 제자회의 역사적인 역할에 대한 헌신을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에큐메니즘에 관한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조직과 단체들에는 연합 그리스
도의 교회 (the United Church of Christ) 푸에르토리코의 제자회, 그리고 그리스
도의 교회 총회 (The General Assembly of the Church of Christ), 국제 제자회
(Disciples of Christ International), 크리스쳔 교회들과 협동체 (Christian Churches
Together, 세계교회 봉사회(Church World Service), 와 그외의 다른 중요한 단체
들이 포함 됩니다.
교회의 삶속에서 교단장은 총회의 기관들, 소수인종목회, 지방회 그리고 고등교육국의 지도자들
과 협력하여 일합니다. 중요한 지도자의 덕목은 공동의 사명을 위해 이 다양한 지도자들을 하나
로 모아 협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들 지도자들과 총회, 이사회 그리고 선교 우선 과정
(Mission First process) 과 협력하여 교단장은 21세기의 다인종 다민족 상황에 맞는 비젼을 발견
하고 제시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후보는 교회의 다양성을 관통하는 깊은 관계를 가져한 합니다. 교단장은 사목
원탁회의(the Pastoral Table), 총회 각료회의(the General Ministry Cabinet), 과 협
력목회회의(Team Leadership Conference) 와 같은 모임을 주최할 수 있습니다.

사목 원탁 회의(The Pastoral Table)는

흑인제자회(National Convocation)

의 사무총장, 히스페닉제자회(Obra Hispana) 대표목사, 아시안태평양 제자
회(NAPAD)의 실행목사를 포함합니다.
총회 각료 회의(The General Ministry Cabinet)는 총회의 각 기관들, 소수
인종민족 목회들, 그리고 제자회 여성목회의 단체장으로 구성됩니다.
협력 목회 회의(The Team Leadership Conference)는 지방회 회장들, 총
회각료회의, 그리고 교단 신학교와 신학재단 총장들로 구성됩니다.
그 외에 교단장은 지방회장 협의회(College of Regional Ministers), 신학교육 협의회(the
Council of Theological Education) 그리고 교단관련 대학 협의회(the Council of Colleges
and Universities)와 모임을 가집니다.
교회의 삶을 이끄는 일은 아주 복합적인 일입니다. 이 일은 광범위한 관계들의 네트워크, 정서적
이고 높은 지적 능력, 21세기의 위한 제도와 구조를 그려내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적 생
활에 대한 깊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교단장은 네 명의 다른 선출직과 함께 사역합니다. 교단장외
에, 이 선출직에는, 총회장, 수석 부총회장, 부수석 부총회장, 그리고 차기총회장이 있습니다. 이
들은 2년에 한번씩 선출됩니다. 교단장은 행정 위원회(Administrative Committee)를 통해 전체 교
회를 책임지게 되는데 행정위원회는 교단장 사무실의 이사회로 사역하게 됩니다.
법인의 단체장으로 교단장은 복잡한 단체을 이끌 능력이 있어야 하고 교단장 사무실의
재정에 대한 자산 신탁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교단장은 제자회의 대변인으로 제자회
의 공식문서에 서명합니다.
그 외에 제자회법인 단체장으로, 교단장은 제자회를 위한 상근 대표로 사역하며, 필요에 따라, 교
단장실을 대표할 수 있는 실행직원을 지명합니다.

교단장 후보 응모자 제출 서류 목록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ksantiagodoc@gmail.com 제출해 주십시요.
2016년 7월 10일까지 교단표준 청빙서류(Search and Call papers)는 해당 사무처(Search and Call
office)에 그리고 그외 모든 서류는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포함될 서류는:
1.

응모자의 신청 편지 (A Letter of interest)

2.

해당사무처 에 제출 되어진 교단표준 청빙서류(C.V.) 1부나, 이력서:신상정보, 학력, 경력,
안수지방회와 안수 일자, 포상내용과, 출판물 등을 포함.

3.

추천서 4부 - 추천자의 이름, 전화번호, 관계, 그리고 가능하면 이메일 포함

4.

설교녹음 파일이나, 녹화 동영상의 인터넷 링크

5.

그 외에 청빙위원회가 고려하길 원하는 자료들

6.

다음 질문들에 대한 에세이를 작성해 주십시요 (4 페이지가 넘지 않게, 활자 크기는 12
포인트, 열 간격은 1, 페이지 양쪽 여백은 1 인치로)


당신은 크리스천교회 (제자회)-이하 제자회로 표현- 의 교단장 목사-이하 교단장
으로 표현-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단장의 역할의 장점들과 또
도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당신이 첫 임기가 끝날때쯤 제자회가 바라는 최상의 상태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제자회가 교단으로서 그리고 이세상에서
온전성을 추구하는 운동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의 명령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을까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기 위해 당신이
사용할 수 있는 지도자로서 역량과 관련된 기술과 재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
까?



당신은 지금 제자회가 직면한 가장 결정적인 이슈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단장으로서 그 이슈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당신은 교단장으로서 당신의 목회속에서 다양성을 어떻게 수용하시겠습니까? 그
리고 소수인종과 민족 그리고 다른 소외된 공동체와 개인들을 위한 정의와 평등
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