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 예식
연회

성경 봉독
누가복음 10:1-2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연회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나사렛 교회의 피후원 선교사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에 반응한 ______ 을 ______ 연회를 대표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연회 감독: 우리는이 개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봉사하기위한 이문화 사역을위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부름 받았다고 믿는다. 오늘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선교 지역으로 그를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연회와 이 분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 의 삶에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나사렛 국제 선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지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르심으로부터, 파송, 귀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기도 속에 보살핌과, 지도,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연회 감독: 여러분의 연회 가족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도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낼 증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며 문화간
사역에 임하도록 위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문화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전도사: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참여하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회 국제선교회장: 여러분은 특정한 사역을 하도록 연회와 교단의 파송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교사로 특별히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 겸손, 부지런함으로 사역을 수행하겠습니까?
전도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회 감독: 이 사역을 함으로써,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도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 예식
연회

연회 국제선교회장: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와 특히 여러분의 사역 대상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과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겠습니까?
전도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회 감독: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현장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전도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회 국제선교회장이 회중에게: 이 파송예식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또는 자매)를 후원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하시겠습니까?
회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회 감독: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주님은 팔을 벌리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옷
입어 우리 손이 주님의 은혜의 참여자로서 사랑으로 나아가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안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안에서 성도들을 대표해 나는 선교사님이 ______ 에서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로섬기도록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나사렛

교회

나사렛

선교

선교사들 파송 예식
연회

성경 봉독
누가복음 10:1-2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연회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나사렛 교회의 피후원 선교사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에 반응한 ______ 을 ______ 연회를 대표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연회 감독: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섬기는 문화간 사역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라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선교 지역으로 그분들을 파송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연회와 이 분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과 ______ 의
삶에서 그러한 일을 목격합니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나사렛 국제 선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지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르심으로부터, 파송, 귀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기도 속에 보살핌과, 지도,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연회 감독: 여러분의 연회 가족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도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낼 증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며 문화간
사역에 임하도록 위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문화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선교사: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세상에 가져오고,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응답받는
성령의 사역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회 국제선교회장: 특정한 사역을하기 위해 연회와 종파를 받아 하나님 께 선교사가되도록 특별히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 겸손, 부지런함으로 사역을 수행하겠습니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회 감독: 이 사역을 함으로써,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사렛

선교

선교사들 파송 예식
연회

연회 국제선교회장: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와 특히 여러분의 사역 대상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과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겠습니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회 감독: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현장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연회 국제선교회장이 회중에게: 이 파송예식을 지켜보는 여러분은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후원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하시겠습니까?
회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회 감독: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주님은 팔을 벌리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옷
입어 우리 손이 주님의 은혜의 참여자로서 사랑으로 나아가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선교사들에게 안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안에서 성도들을 대표해 나는 선교사님이 ______ 에서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로
섬기도록 파송합니다.
(필요에 따라 반복 – 각 선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안수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나사렛

교회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 예식
개교회

성경 봉독
누가복음 10:1-2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나사렛 교회의 선교사로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에 반응한
______ 을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해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연회 감독: 우리는이 개인이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에 봉사하기위한 이문화 사역을위한 적절한 절차에 따라
부름 받았다고 믿는다. 오늘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선교 지역으로 그를 보내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연회와 이 분들의 삶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 의 삶에
그러한 역사하심이 있었음을 증거합니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나사렛 국제 선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지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르심으로부터, 파송, 귀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기도 속에 보살핌과, 지도,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 여러분의 교회 가족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도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낼 증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며 문화간
사역에 임하도록 위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문화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전도사: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참여하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여러분은 특정한 사역을 하도록 이 회중과 교단의 파송을 받는 하나님의 선교사로
특별히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 겸손, 부지런함으로 사역을 수행하겠습니까?
전도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 이 사역을 함으로써,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전도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 예식
개교회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와 특히 여러분의 사역 대상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과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겠습니까?
전도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현장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전도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장이 회중에게: 이 파송예식에 참석하신 여러분은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또는 자매)를 후원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하시겠습니까?
회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주님은 팔을 벌리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옷
입어 우리 손이 주님의 은혜의 참여자로서 사랑으로 나아가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안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안에서 성도들을 대표해 나는 선교사님이 ______ 에서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로섬기도록
파송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나사렛

교회

나사렛

선교

선교사들 파송 예식
개교회

성경 봉독
누가복음 10:1-2
그 후에 주께서 따로 칠십 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요한복음 20: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믿음의 공동체를 대표하여 나는 나사렛 교회에서 선교사로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사업에 참여하라는 부름에 응답 한 ______과 ______ 에게 당신을 소개 할 것입니다.
목사: 우리는 이 선교사님들께서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해 섬기는 문화간 사역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따라
부름 받았음을 믿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선교 지역으로 그분들을 파송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과 ______ 의 삶에서 그러한
일을 목격합니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나사렛 국제 선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고 지원할 것을
서약합니다. 부르심으로부터, 파송, 귀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기도 속에 보살핌과, 지도, 후원을 받을
것입니다.
목사: 여러분의 교회 가족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도를 통해 여러분이 세상에 나타낼 증거를 지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 속에서 성경적 성결을 전파하며 문화간
사역에 임하도록 위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한 부분을 감당하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문화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여러분을 파송합니다.
선교사: 우리는 구원과 회복을 세상에 가져오고, 부름을 받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응답받는
성령의 사역의 일원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여러분은이 회중과 교단에 보내져 특정 사역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되도록
특별히 부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직분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 겸손, 부지런함으로 사역을 수행하겠습니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목사: 이 사역을 함으로써,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을 말과 행동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사렛

선교

선교사들 파송 예식
개교회

나사렛 국제선교회장: 선교사님은 그리스도와 특히 여러분의 사역 대상자로 부름 받은 사람들과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겠습니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목사: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또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현장에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이제 가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며 열방에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을
세우시겠습니까?
선교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나사렛 국제선교회장이 회중에게: 이 파송예식을 지켜보는 여러분은 위해서 매일 기도하며 이 사역을 위해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후원하는 일에 모든 힘을 다 하시겠습니까?
회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위대한 사랑을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합니다. 주님은 팔을 벌리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의 품에 있는 새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령으로 옷
입어 우리 손이 주님의 은혜의 참여자로서 사랑으로 나아가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소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안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안에서 성도들을 대표해 나는 선교사님이 ______ 에서 나사렛 교단의 선교사로
섬기도록 파송합니다.
(필요시 반복- 각 선교사에게 개별적으로 안수하며)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중: 아멘!

나사렛

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