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교회의 운영규칙 안내
             

우리교회는 PCA총회 헌법에서 규정한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몇 가지 교회운영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운영규칙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교인 등록과 의무

▶여러분은 이제 우리 교회의 정식 등록교인이므로, 교회의 비전과 방침을 보다 자세히 읽고 그 방침에 잘 따

라주셔야 합니다. 

▶본 교회에 모든 등록한 교인들은 목장 내에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가

능한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개발함으로써 교회 내의 각 팀에 소속되어 믿음의 분량대로 고유한 봉사 영역

을 가져야 하며 헌법에서 정한 세례교인의 의무를 감당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우선적으로 세례를 위한 각종 신앙교육에 전념토록 권고합니다. 

회원 교인의 자격과 권리

▶본 교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교인이상이어야 하며, 생명의삶 과정을 의무적으로 수료하셔야 합니

다. 

▶교회 멤버들에게는 투표권을 주어져 교회 중요사항에 대해 의사를 행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이 주어져 교

회의 중요 직책을 맡아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목자/목녀/대행목자/예비목자 임명

▶목자와 목녀는 삶공부 5단계 전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성령/지혜가 충만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어야 합니다. 

▶대행목자는 삶공부를 이수중이고, 5단계 전과정을 수료하지는 않았지만, 목자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는 목

자를 의미합니다. 삶공부를 다 마치게 되면 목자로 세워집니다.

▶우리교회의 예비목자는 세례교인으로 생명의삶 과정 수강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며, 장로회 헌법에 

정한 교인의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각 팀장 임명

▶각 팀장은 반드시 본 교회에 등록한 세례교인으로 신앙과 삶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어야 하며 사전 혹은 사

후에 생명의삶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각 팀장은 교역자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게 되며, 1년직 입니다.  

▶ 팀원은 세례교인 이상이면 언제든지 자신의 은사와 달란트를 살려서 섬길 수 있습니다. 

교회 재정 사용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일반관리를 위한 지출 외에는 모든 헌금 수입을 교회 본질적인 목적인 “제자삼기 및 선

교목적”에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 항목에는 세계선교는 물론이고 지역 복음화, 사회정의,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이 모두 포함합니다. 

▶매년 회계연도 단위로 당해 연도에 들어 온 모든 헌금 수입을 당해 연도에 모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

니다. 단 일반회계의 2달분 운영자금과 특별한 목적으로 정한 기금 등은 예외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