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교인 자격 복권에 관한 안내 

(2023 년 1 월) 

 

이사, 귀국, 타교회 출석, 장기결석 등으로 저희교회를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형제, 자매님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위의 이유 등으로 제명된 회원교인이 다시 교회에 출석하여 회원교인으로 복권 신청시 

다음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진행한 후 회원교인으로 재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회원교인 자격복권 신청서 제출 

a. 아래 회원교인 자격복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헌금함이나 행정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b. 회원교인 자격복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자격복권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목장 가입 후 3 개월간 출석  

a. 목장에 가입하시면 즉시 ‘등록목원’이 됩니다. (등록목원의 정의는 교회규정 또는 회원교인 신청서 참고) 

b. 배정되기 원하는 특정 목장이 있을 경우, 담임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목자/목녀님과 상의후 가급적 그 

목장으로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목장 사정에 따라 원하는 목장에 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c. 배정되기 원하는 특정 목장이 없을 경우, 교회에서 가장 적합한 목장으로 배정해 드립니다.  

 

(3) 생명의삶 강의 중 아래 5 주치 녹음파일을 듣고 요약 제출 

a. 2 주 “죄, 하나님 사랑” / 3 주 “회개, 신앙” / 4 주 “중생, 구원의 확신” / 8 주 “성령” / 10 주 “교회” 

b. 회원교인 자격복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c. 3 개월 동안 위 녹음을 듣고 요약하여 담임목사님께 이메일(daei.kang@maranathavc.org) 또는 

메일함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4) 교회 비전 설교 12 개 청취 

a. 교회 홈페이지에서 “마라나타 비전”으로 들어가시면 12 개의 비전 설교를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b. 요약 제출은 할 필요가 없으며, 저희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 모든 비전설교를 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원교인 신청서 다시 작성하여 제출 

a. 목자/목녀님께 제출 후 초원지기를 경유하여 행정담당 목사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은 기존의 “회원교인”(생명의삶을 수료한 세례교인)이었던 분에 대한 자격복권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기존의 

생명의삶을 수료하지 않으신 분은 생명의삶 전과정을 수료하셔야 회원교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 

회원교인 자격복권 신청서 

(부부는 함께 적어 주십시오) 

 

이  름 / 연락처 / 

이메일 / 주  소  

원하는 목장명  교회가 정하는 목장에 배정되기를 희망합니다 (     ) 

 

본인은 마라나타비전교회 회원교인 자격복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                      /                        서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