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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미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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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파송절차

01

선교사를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장려합니다.

12

귀환

02

소명

07 개교회
개교회•연회
연회 파송예배
• 개교회•연회
국제선교회장은 선교사를
위한 개교회 및 연회
파송예배를 준비합니다.

지원

11 교단파송식

03

선교보고

• 이를 위해 개교회와
연회는 중앙감독회가 집성한
파송예배 서식을 받게 됩니다.

소명 분별

10
04

후원

나사렛미션은 성결의 교리를 믿는 우리의 정체성
에서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나사렛교회는

오리엔테이션

09

파송유형 배정

파송

선교보고예배를 통해 선교지에서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을 듣고 선교헌금을 드림으로,

선교 훈련

08

06

선교를 향한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07

01 소명
• 개교회와 연회는
나사렛미션으로 소명을 받은
자들이 그 소명을 깨닫고, 소양을
계발하고, 양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료들을 공급해 줍니다.

• 개교회 국제선교회장은 선교사
지원자의 소명의 초기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하여 파송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내해 줍니다.

• 행사 후에 지원자, 목회자,
개교회•연회 국제선교회장은
심층 평가와 훈련계발 내용 등을
담고 있는 다음 단계에 대해
통보받습니다.

02 지원
• 지원자는 개교회의 리더들과
국제선교회장에게 자신의 소명을
알리고 선교사 파송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사렛미션은 개교회•연회와 협력하여 선교사가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양육합니다.
나사렛선교사 파송절차를 통해 선교사가 소명받은
순간부터 귀환할 때까지의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 파송절차는 선교사역의 파송 유형,
기간, 종류, 장소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05

• 나사렛미션 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개교회 실행위원회를
만나 선교사 지원 추천서를
요청합니다.
• 이 과정을 통해 지원자는
나사렛미션으로부터
공식지원서를 받습니다.
03 소명 분별
• 개교회는 국제선교회장의 인도
하에 지원자가 소명을 분별하고,
사역을 준비하며, 필요한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나사렛미션은 이 과정에서
개교회를 지원하며 필요한

04 오리엔테이션
• 지원자는 나사렛미션에서
주최하는 오리엔테이션 행사에
참석합니다.

05 파송 유형
• 지원자가 선교사역에
배정되기에 앞서, 세계전도기금
(국제선교사)으로 또는
개교회후원금(개교회파송선교사)
으로 후원받는지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 나사렛미션은 지원자 및
개교회 목회자, 개교회•연회
국제 선교회장, 또한 후보자가
배정받는 연회 감독에게
지원자의 유형 배정에 대해
통보합니다.

08 파송
• 나사렛미션은 선교지의
리더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선교사가 선교지 적응훈련을
완수하고 성공적으로 주워진
사역에 발을 내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니다.
• 선교지 훈련은 팀워크,
문화 적응, 제자 교육, 언어
습득, 안전 교육 및 선교지에
필요한 기타 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09 후원
• 나사렛미션은 선교사의
파송 유형에 따라 선교비,
보험, 멤버케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공합니다.
• 개교회와 연회
국제선교회장은 기도와
긴밀한 연락망을 통해
선교사와, 연회, 개교회
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유지합니다.
10 선교보고
• 국제선교사들은
선교보고예배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나사렛미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 개교회파송 선교사는
후원을 받고 있는
개교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선교보고예배를 준비합니다.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으로, 선교사는
선교사역에 동력을 얻고
개교회에 세계전도기금을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국에서의 선교보고 기간을
갖습니다.
• 나사렛미션은 선교사가
선교보고 예배를 훌륭히
드릴 수 있도록 선교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합니다.
• 또한 개교회와 연회가
선교에 대한 깨어있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협조합니다.
• 선교보고 기간
동안, 개교회•연회의
국제선교회장은 파송을
주최한 개교회가 선교사를
환영하고, 지원하고, 격려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11 교단파송식
• 나사렛미션은 개교회
목회자, 개교회•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또한 연회를
포함하는 파송 공동체에
중앙감독위원회가 집례하는
교단파송예배를 통보합니다.
• 교단파송식을 마친
선교사는 나사렛미션에서
승인받고 파송받은
선교사입니다.
12 귀환
• 나사렛미션은 개교회•연회
및 국제선교회장들을 도와
은퇴 및 귀환하는 선교사들을
환영, 후원, 격려합니다.
• 국제선교사는 나사렛미션에
마무리 수행보고를 마친 후,
본국으로 귀환하는 과정에
도움을 받습니다.
• 개교회파송 선교사는 최종
평가를 마친 후, 필요에
따라 마무리 수행보고를
요청받기도 합니다.

• 선교보고 기간은 선교사가
개교회•연회와의 관계를
새롭게 다지며 더욱 긴밀하게

06 선교 훈련
• 나사렛미션은 효과적인
선교사역을 위해 선교사를
준비시키는 훈련을 제공합니다.
• 개교회•연회 국제선교회장은
개교회와 연회가 사역기간동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나사렛미션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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