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증명서 청구 

나사렛성결회 

 

연회 인정 전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전과 기록에 대한 조회와 함께 나사렛 교단의 중앙총무국으로부터 

자격증명서를 발부 받아야 한다. 자격증명에 대한 조회는 개교회와 연회 차원에서 전도사 인준 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취해야 하는 최소한의 필수 조치이다. 상세한 정보는 다음 장을 참고할 것.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 누군가가 처음으로 자신이 소속된 개 교회의 전도사 인정서를 신청한 경우 (다른 교회의 전도사 

인정서를 보유한 사람이 새로운 교회의 인정 전도사 자격을 신청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 자신이 현재 소속된 연회에서 처음으로 전도사 인정서를 신청할 경우; 이전에 그 사람의 소속 교회나 다른 출신 

연회에서 발행한 자격 증명서가 현재의 소속 연회 사무실에 비치된 경우는 제외함. 

증명서 청구 방법: 

✓ 개교회에서 발행한 자격증명 청구서를 연회 사무실에 제출한다. 

✓ 연회에서 발행한 청구서를 중앙총무 사무실 (gensec@nazarene.org; FAX, 913-577-0848; 17001 

Prairie Star Parkway, Lenexa, KS 66220)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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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 자격 증명서를 청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개교회에서 보살핌을 받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위험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전과가 있는 

사람이 체포되거나 형을 확정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지역을 벗어나 새로운 곳으로 가서 동일한 잘못을 범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범죄자들이 흔히 사용하는 수법이 바로 또 다른 예상 피해자들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비하고, 또한 개 교회나 연회가 법적 소송을 위한 금전적인 부담을 져야하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중앙총무국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일, 자격 증명절차의 결과 개교회나 연회 인정 전도사 자격을 구하는 사람의 전력이 우리의 관심을 요하는 

상황이 생길 경우 본 사무실에서는 가능한 한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고 통보할 것입니다.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신규 전도사 인정서 발급 대상자들의 이름을 개교회와 연회에 교차 통보함으로써 인정서가 발급되기 전 모든 

의심스러운 사안들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절차가 개 교회 또는 연회 인정 전도사 (기타 어린이와 청소년 사역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 

들의 ‘전과 기록’ 조사를 대체하지는 않지만, 개 교회 제직회나 연회 목회위원회에 추가의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사렛 교단의 중앙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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