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할 및 지위 코드 (Role and Status Codes)
교역자 = 장로목사, 사역목사, 및 연회 인정전도사. 장정 538
개교회 인정전도사 = 평신도, 교역자가 아님. 장정 538 및 531
역할 또는 지위
코드
CED

CHP

DA

DIA

DS

EDU

역할 또는 지위 명칭 및 임무

장정 조항

기독교 교육 사역자

장정 511-511.1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개교회 학교에 의해 고용됨

기관목사 (Chaplain)


장로목사 또는 사역목사



“임무를 부여 받은 사역자.” 기관목회가 주 임무일 경우



반드시 연회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함



직업 군목 자문 위원회 및 중앙감독회

연회 임무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주 임무로 연회에 의해 선출 또는 고용됨

연회 임시 시무


장로목사



연회감독/연회 실행위원회가 추천; 연회 총회가 승인



연회감독과 개교회 교회위원회(제직회)의 요청으로 사역

연회 감독


장로목사



연회 총회가 지명 또는 선출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ESR

장정 507

장정 506

장정 526

장정 506

장정 509

나사렛 교육 기관에서 행정직원 또는 교수로 사역

부흥 사역, 은퇴


장로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연회감독의 권고와 연회 총회의 승인으로 1 년의 갱신가능한 기간 동안

장정 510.5

인정됨
EVC

EVR

EVT

부흥사, 파송 받음


장로목사 (은퇴상태 아님)



등록된 부흥사로서 2 년을 채움; 연회총회에 의해 1 년 지명 갱신

부흥사, 등록됨


장로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은퇴상태 아님)



연회총회에 의해 1 년 등록 갱신

부흥사, 종신


장로목사 (은퇴상태 아님)



종신지위를 신청하기 전 4 년 연속으로 파송 받은 부흥사 경력이 있어야
함

장정 510.2

장정 510.1

장정 510.3-510.4

역할 또는 지위
코드

역할 또는 지위 명칭 및 임무


연회 심의부 또는 사역 위원회의 추천



신청하고 EVT 로 등재되기 전 소명받은 부흥사의 관심 위원회 (미국-

장정 조항

캐나다만 적용)와 중앙 감독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함.
GA

장정 506

중앙 교단 임무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연회 인정전도사



중앙 교단 수준에서 사역하도록 중앙위원회에 의해 선출 또는 고용.

주요 임무로서 주당 30 시간이나 그 이상.
GA

장정 513

선교사


교역자 또는 평신도



중앙위원회의 지명; 세계 선교위원회의 임무부여



선교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명부에 포함될 것임. 안전문제를
위해 연회 회의록의 선교사 정보에 나타날 경우 그들의 이름은 삭제될
것임

GS

PAC



장로목사



세계 총회에서 선출

목사, 부모 연계 회중 (Pastor, Parent-Affiliated Congregation)


PAS

PSV-FT

장정 506, 25.4

중앙 감독

장정 525

연회가 지정한 부모 연계 회중을 이끄는 장로목사 또는 연회 인정전도사

장정 514-522

목사


장로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동역목사는 모두 PAS 로 등재됨

장정 523

전임 목회사역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교회와 연계된 다양한 수준의 목회 사역



교회에서 주당 30 시간 이상 사역하고 수입의 적어도 51 퍼센트를
교회에서 받음 (변경될 수 있음)

PSV-PT

장정 523

파트타임 목회 사역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교회와 연계된 다양한 수준의 목회 사역



교회에서 주당 30 시간 이하를 사역하고 수입의 51 퍼센트 이하를
교회에서 받음 (변경될 수 있음)

RA

장정 536-536.2

은퇴, 시무


교역자



신임장 지위; 역할 코드가 아님



그 사역자에 의해 요청됨



연회 심의부 도는 연회 사역 위원회가 추천



연회 총회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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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또는 지위
코드

역할 또는 지위 명칭 및 임무


연금 및 혜택과 연관되지 않음(미국에만 적용)



RA 는 은퇴관계나 통상적 은퇴(사역자가 현직에 있을 때)를 위한 나이의

장정 조항

시점에 부여된 지위 코드임.

RU



평생지위 코드



연회 총회 회원

장정 536.1-536.2

은퇴, 임무부여 받지 않음


은퇴, 시무를 위한 요건을 보시오



RU 는 은퇴관계나 통상적 은퇴(사역자가 현직에 있을 때)를 위한 나이의
시점에 부여된 지위 코드임

SER



평생 지위 코드



연회 총회 회원이 아님

장정 527-527.1

찬양 부흥사


SPC

나사렛 교단의 회원 (신임장을 부여 받았다면, 은퇴상태 아님)

특별 사역/교단간 (Interdenominational)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달리 제공되지 않은 경우 활동적 사역에 있음



연회 실행위원회나, 연회 심의부, 또는 연회 사역 위원회의 추천으로

장정 528-528.2,
538.1

매년 연회 총회의 승인 받음

또는

또는

또는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장정 528-528.2,



교회와 연관된 기관에서 임원으로서 사역 역할

538.1



매년 연회 실행위원회나 연회 총회의 승인을 받음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장정 528-528.2,



교회와 연관되지 않은 교육 기관, 전도나 선교 조직을 섬김

538.1, 538.13



매년 연회 실행위원회나 연회 총회의 승인 받음



모두장정 538.13 에 종속됨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장정 528-528.2,



한 연회 이상이나 해당사역자가 사역 회원권을 갖고 있는 연회가 아닌

538.1, 538.14

곳에서 교회 활동에 참여

또는

STU



매년 해당 연회의 실행위원회, 감독, 그리고 중앙감독회의 승인을 받음



장정 538.14 에 종속됨



장로목사, 사역목사, 또는 인정전도사

장정 528-528.2,



단기간 또는 휴가(leave of absence) 임무 중간에

538.1



연회 감독의 추천으로 연회 실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음

학생


교역자가 확인된 학업과정에 등록되었음을 나타내도록 허락된 역할
코드

TRF

장정 537-537.2

이명 중

GSO, Rev. 01-Mar-2018

역할 및 지위 코드 (Role and Status Codes)

Page 3

역할 또는 지위
코드

역할 또는 지위 명칭 및 임무


장정 조항

사역자가 다은 연회에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현재 진행중임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위 코드

U

장정 539.1

임무를 부여 받지 않음


사역자가 현재 활동중인 임무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지위
코드



4 년이나 그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으로 임무를 부여 받지 않은 교역자는
자신의 신임장을 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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