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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뉴저지연회의 목회자 및 목회위원장(SPRC/PPRC Chairpersons) 분들께 

우리 대뉴저지연회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의 생동력을 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 평가(Clergy Appraisal) 과정이 열렸습니다. 

지난해 여러분들이 제공해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평가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몇가지 변화를 도입했습니다. 올해 

평가는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있거나 좋은 결실을 맺고 있는 분야에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말미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평가에 대한 부가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란이 있습니다. 당 평가의 목표는 목회자와 

목회위원회가 리더십과 진전상황에 대해 서로 간의 더욱더 활발한 대화를 이끌어내고, 교회의 사역과 선교에 대한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목회자 평가는 목회자 파송과 사례금 산정 기간이 아닌 시기에 시행되어 평가의 목적이 목회자의 강점과 발전시킬 

영역이 무엇인지 밝히는 데에 초점을 두도록 했습니다. 당 평가는 목회자가 배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위원회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작성한 후, 이를 취합하여 작성된 최종 평가지를 목회자와 공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4 개월 이내에 평가를 완료했거나 해당 목회자가 7 월 1 일자로 다른 교회로 파송을 받는 교회의 경우는 당 

평가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 목회자 평가는 2019 년 5 월 30 일까지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상에 게재된 평가 내용은 여기 를 

클릭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를 주언어로 사용하지 않는 교회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스페인어로 번역된 평가지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양식에 기입할 최종 평가는 반드시 영어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영어, 스페인어 및 한국어로 각각 번역된 목회자 평가지의 PDF 버전 파일은 여기 를 통해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교회 목회위원회에서 당 평가를 완료하는 데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감독 보좌관 Nicola Mulligan 

(NMulligan@gnjumc.org)에 알려주시면 훈련된 컨설턴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상기 이메일을 통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평가(Congregational evaluation)는 여러분 교회의 구역회(Charge conference)에 필요한 양식 중 하나입니다. 

성도평가는 현재 새로운 과정을 포함하여 개정 중에 있으며 ‘2019 년도 성도 평가(Congregational Appraisal for 

2019)’로 명명될 것입니다. 평가 결과는 매년 가을 구역회에서 진행될 대화의 일부로 사용될 것입니다.    

주의 제자를 양육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의 리더십에 감사드립니다.  

 Keep the faith!  

 John 

John School, Bishop 
United Methodists of Greater New Jers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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