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미국 장로교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역 할 자격을 갖춘 후보자를 찾고 있습니다.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사를위한 재정 지원 선교 담당자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4493/ 
교육 대출 프로그램 및 채무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신학, 교육 및 전도 부서의 모든 사무실에 보조금 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회 활성화를위한 코디네이터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4493/ 
교회 활성화 사무실에서 행정 및 프로그램 구조, 비전 및 감독을 제공합니다. 이 직책은 교회 활성화 사무실의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개발, 실행 및 제시함으로써 전략적 감독 및 선교 조정을 제공합니다. 이 직책은 Vital 

Congregations의 선교 전문가 및 준회원을 지원, 훈련 및 감독합니다. 더욱이,이 직책은 사역을위한 이론과 

자원을 개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 보조원 II (TFE)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2977/ 
상세하고 관리적인 제공 코디네이터에 대한 비서 지원, 봉사 및 직원을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재정 지원 서비스 학생들과 협력합니다. 연간 350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학생 지원에 대한 고객 서비스 지원과 연간 최대 1,000 명의 유권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략가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4493/ 
장로교 선교국 사역 영역을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과 마케팅/커뮤니케이션 계획을 개발하고 실행합니다. 장로교 

선교국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합니다. 
 
대출 서비스 담당 매니저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8764/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8770/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8717/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316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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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및 대출 프로그램, 켄터키 루이빌)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4493/ 
새로운 대출을 인수하고, 기존 대출을 검토하고, 새로운 대출 처리, 마감 및 지불을 감독합니다. 대출 인수 정책 및 

절차 개발을 지원하고 할당 된 대출 포트폴리오 관리를 지원합니다. 
 
 
주니어 비디오 디지털 어소시에이트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2977/ 
디지털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담당 부국장의 감독하에, 비디오 디지털 어소시에이트는 미국과 전세계의 

장로교 선교국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개발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연구원 I 

(행정 서비스 그룹, 켄터키 주 루이빌)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4792/ 
미국 장로교와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 과학, 컨설팅 및 연구 (특히 양적)를 사용하여 데이터에 입각 한 결정을 내 

리도록 돕고, 수석 연구원과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이끌고, 상담하거나, 작업합니다.  
 
선교 기금 담당자(MEA)에게 문의하십시오. 

(행정 서비스 그룹, 켄터키 주 루이빌)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2977/ 
미국의 특정 지역에 대한 참여와 지원을위한 노력을 이끈다 미국 장로교 선교국과 미국 장로교 총회 사무국의 

사역에 대한 지원을 직접 요청한다. , 평화 및 정의 사역, 인종 평등 및 여성 다문화 사역, 신학, 교육 및 전도 사역, 

1 인당 사역 및 기타 사역 또는 프로그램. 
 
교육 준회원 (1001 NWC)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09353/ 
훈련 담당자는 1001 새 예배 공동체 이니셔티브와 협력하여 새 예배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포괄적 인 자원 

시스템과 훈련 행사를 제공 할 것입니다.이러한 행사는 다양한 플랫폼 (실시간 행사, 동료 집단, 디지털 및 가상 

플랫폼, 인쇄물)을 활용하며, 운동에 나타난 다양한 문화적, 언어 적 상황에 따라 형성 될 것이다.또한, 직원은 

새로운 예배 공동체 이니셔티브의 작업에 대한 비전을 식별하고 설정하는 팀의 일원으로 기능합니다. 
 
인종 평등 및 여성 다문화 사역부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08809/ 
여성 사역 지역 인 인종에 대한 리더십과 관리 감독을 제공하여, 사역 지역의 행정 및 프로그램 기능을 포함하여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6659/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2909/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5792/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2977/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09353/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0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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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합니다. 직원과 현장 직원을 감독하여 사역 지역의 사명을 지원하는 사역에 대한 

지침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참여 및 지원 디렉터 

(행정 서비스 그룹, 켄터키 주 루이빌)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02576/ 
참여 및 지원 디렉터는 적극적이고 적극적으로 초기 및 지속적인 이익을 얻습니다. 

직원, 이사회를 포함한 내부 및 외부 청중에 대한 지식 

미국 장로교, 중간 공의회 및 교회의 회원, 기관 및 단체. 감독은 

강한 개인적 존재와 사명과 메시지를 전달할 수있는 능력 

현재와 새로운 청중에게 장로교 교단. 
 
 
 
정보 기술 이사 

(행정 서비스 그룹, 켄터키 주 루이빌)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97126/ 
DIT 는 미국 장로교가 정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비전과 방향을 제시 할 책임이있다.  

프로그램 및 선교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자산. DIT 의 역할은 미국 장로교의 핵심 기술과 사업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장점을 활용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약점을 바로 잡는 것이다. 또한, DIT 는 미국 장로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직접적이고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 구현되도록합니다. 
 
C. 사회증인정책 자문위원회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9904/ 
사회 증인 정책 자문위원회에 직원 리더십을 제공합니다.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하고 언 바운드 편집장과 지정된 

지원 직원을 감독합니다. 전략적 계획, 제안, 연락 준비를 통해 OGA, 총회 및 PMA 부서와위원회 및 직원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정책 개발을 위해 에큐메니칼 단체와 협력한다. 총회와 미국 장로교 선교국 이사회, 미국 

장로교, 에큐메니칼 단체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총회의 사회 정책 증언을 해석하고, 교회의 사회적 증언에 관한 

조언과 자문을 제공한다. 
 
선물 처리 담당자 

 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7502/ 
PMA에 할당 된 선물을 처리합니다. 행정 지원 및 기타 자금 개발 관련 업무를 제공합니다. 
 
아프리카 지역 코디네이터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02576/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97126/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9904/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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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고용주입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36667/ 
세계 선교 전략 계획, 핵심 가치 및 방향 목표의 적절한 참여를 지원하고 보장합니다. 이는 지역 연락 담당자와 선교 

담당자, 기타 PMA 사역을 포함하고 이에 의존하는 전체 세계 선교 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수행됩니다. 지역 

사무국 코디네이터는 미국 장로교의 글로벌 파트너, 미국 장로교의 구성원, 그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선교 

담당자들에게 적극적이고 필수적인 자원 역할을합니다.  
 
법률 보조원 

(행정 서비스 그룹, 켄터키 주 루이빌)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4826/ 
법률 문제를 조사, 조사 및 분석하여 법률 서비스 변호사에게 독립적으로인지 적 권고를 제공하거나, 교회 대출, 

교회 및 기업 구조, 재산 및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호사의 감독하에 일합니다. 요청 된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 각서를 준비합니다. 
 
디렉터 총회 계획 

총회 사무국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4792/ 
국장은 백인 우월주의, 성 차별, 인종 차별을 계속해서 해체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있다. 총회와 미국 장로교. 이 

직책은 동료, 구성원 및 더 넓은 교회와의 협력, 혁신 및 개방성을 촉진합니다. 그것은 사무실 안팎의 동료들과 

개방적이고 자문적인 운영 스타일의 섬기는 리더십을 요구합니다. 총회는 격년으로 열리는 총회의 계획, 실행 및 

검토를 위해 설정된 목표에 따라 인도되며 회의 및 향후 총회를위한 고급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데 리더십을 

공유합니다. 
 
선교 참여 담당자 (관리자, DM)  

(미션 참여 및 지원, 켄터키 루이빌)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33816/ 
장로교 선교국의 종합 우편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카탈로그 및 개인 기부를 위해 프로젝트 관리자와 긴밀히 

협력합니다. 
 
프로그램 디렉터  

(고스트 랜치, 아비 퀴우, 뉴 멕시코) 

프로그램 디렉터는 Ghost Ranch가 후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설계, 구현 및 평가하고 목장의 사명과 

사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4493/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36667/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4826/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84792/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533816/
https://joblinkapply.com/joblink/803/Job/Index/61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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