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5th Grade Children’s Pastor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is seeking a part-time Education Pastor (All Stars, 3rd-5th grade) 
with passion and vision for children’s ministry. 

1. Ministry 
A. Plan and Lead all aspects of All Stars Ministry (3rd-5th grade) 

(1) Lead and preach for Friday/Sunday Worship 
(2) Administrative duties 
(3) Discipleship for the students (Bible Study, Evangelism Explosion, etc.) 
(4) Recruit and train teachers/volunteers 
(5) Other ministry related duties  

B. Lead and plan for VBS 
C. Co-plan and Co-lead Education Departments-wide special events (Graduation 

Service, Hallelujah Night, Christmas Presentation, etc.) 
 

2. Qualifications 
A. Have a passion for Jesus and a love for Children’s ministry 
B. Currently enrolled in or completed M.Div. or other related master’s degree programs 

(e.g., MA in Christian Education, MA in Theology) at an accredited seminary 
C. Must have visa/citizenship status to work legally in the states 
D. Must be fluent in English 
E. A commitment to the Arumdaun’s 6 week-long Summer Camp Pastor position (a 

seasonal ministry) is preferred 
 

3. Application (must be written in English and submitted as word or pdf files) 
A. Resume (include a photo; 2 pages limit) 
B. Statement of faith (2 pages limit) 
C. Personal testimony (2 pages limit) 
D. One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your senior pastor 
E. One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a lay leader 
F. (Optional) A video or an audio clip of children’s sermon (5-10 minutes, web link) 
G. Application due date for full consideration: August 28th (Fri), 2020. Applications may 

be accepted for review after the due date until the position is filled. 
H. Please send application materials to arumdaunsearchcommittee@gmail.com 

 
4. Salary i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5. Contact information 

Attn: All Stars Pastor Search Committee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1 Arumdaun Street  
Bethpage, NY 11714 
(516) 349-5559 
arumdaunsearchcommittee@gmail.com 
https://www.arumdaunchurch.org/ 

  



 

초등부 (3-5 학년) 전도사 청빙 
뉴욕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PCUSA 소속 아름다운교회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APC;에서 비전과 

열정으로 초등부 (All Stars, 3-5 학년)를 섬길 파트타임 사역자 (Part time Children’s pastor)를 청빙합니다.  
 

       1.   사역업무 

A. 초등부 (All Stars, 3-5학년) 교육 부서의 전과정 총괄 

(1) 금요/주일예배, 설교  

(2) 부서 행정  

(3) 학생 양육 훈련 (Bible Study, 전도폭발 등)  

(4) 교사/봉사자 양육 및 훈련  

(5) 기타 초등부 관련 업무  

B. 여름 성경학교 (VBS) 총괄 

C. 교육부 전체 특별 행사 (졸업 예배, 할렐루야 나이트, 크리스마스 등) 협조 및 참여 
 

2. 자격 조건 

A. 어린이 사역에 열정과 비전이 있으신 분 

B. 정규 신학대학원의 목회학 석사 (M.Div) 혹은 기타 관련 석사 과정 (e.g., 기독 교육학, 신학) 

재학중인 신학생 혹은 졸업생   

C. 미국 내 체류 및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D. 영어 능통자 

E. 여름 6주 동안 아름다운 교회의 summer camp pastor를 겸하실 수 있는 분 우대  
 

3. 지원서류 (영어로 작성. Word 또는 PDF 파일)  

A. 이력서 (사진 포함, 2 페이지 이내)  

B. 신앙고백서 (2 페이지 이내)  

C. 자기소개서 (2 페이지 이내)  

D. 목회자 추천서 1부  

E. 평신도 리더 추천서 1부  

F. (Optional) 어린이 설교 동영상 혹은 오디오 (5-10분; 웹사이트 링크)  

G. 우선 제출 마감: 2020년 8월 28일 (금). 청빙이 완료 되지 않은 경우 우선 제출 마감일 이후에도 

지원서류를 접수 받습니다. 

H. 지원방법: 서류를 arumdaunsearchcommittee@gmail.com 로 제출 
 

4. 사례비: 경력에 따라 협의 후 결정합니다. 
 

5. 기타 문의  
Attn: All Stars Pastor Search Committee 
Arumdaun Presbyterian Church 
1 Arumdaun Street  
Bethpage, NY 11714 
(516) 349-5559 
arumdaunsearchcommittee@gmail.com 
https://www.arumdaunchurc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