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예식
연회용 (1인 파송)

성경 봉독:
봉독 :
누가복음 10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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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________ 연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사렛교단에서 선교사로
섬기게 된 ________ 선교사를 연회에 추거합니다.
감독 : 우리는 ________ 선교사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섬기기 위해 해외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감독: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__ 선교사를 사역지로 파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연회와 ________ 선교사의 삶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__
선교사의 삶 속의 그 부르심을 증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국제선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도울 것을 서약합니다. 선교사가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파송하고 귀환하는 그 날까지, 보살피고 안내하고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감독 : 이제 귀하의 연회는 귀하가 해외에 나가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감독: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적 성결을
나눌 수 있도록 해외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귀하를
파송함으로 해외선교에 참여합니다.
선교사 :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기 위한 성령님의 운행하심에 참여하며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교사:
선포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귀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연회와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 귀하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과 겸손과 근면으로
임하겠습니까?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감독:: 귀하가 이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포하겠습니까?
감독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예식
연회용 (1인 파송)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귀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감독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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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라” 예수님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그를 보내신 것처럼, 그도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귀하도 나아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이 회중에게:
회중에게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금 들은 다짐을 목격한 교우들은
________ 선교사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후원하겠습니까?
회중:: 예
회중
감독 :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감독: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생명을 주시기 위해 두 팔을 뻗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여서, 사랑의 이름으로
손을 뻗게 하시고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회중을
대표하여 ________ 선교사를 나사렛교단의 선교사로 ________ 선교지로 파송함을 공포하노라.”
회중:: 축하합니다. 아멘!
회중

나사렛

교회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예식
연회용 (여러명 파송)

성경 봉독:
봉독 :
누가복음 10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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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________ 연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사렛교단에서 선교사로
섬기게 된 ________ 선교사와 ________ 선교사를 연회에 추거합니다.
감독 : 우리는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섬기기 위해 해외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다.
감독:
오늘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사역지로 파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와 이 선교사들의 삶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__ 선교사와 ________ 선교사의
삶 속의 그 부르심을 증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국제선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도울 것을 서약합니다. 선교사가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파송하고 귀환하는 그 날까지, 보살피고 안내하고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감독 : 이제 귀하들의 연회는 귀하들이 해외에 나가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감독: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귀하들이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적 성결을
나눌 수 있도록 해외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귀하들을
파송함으로 해외선교에 참여합니다.
선교사들 :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에
선교사들: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귀하들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교우들과 교회가 그
사역을 위해 귀하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귀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과 겸손과 근면으로
임하겠습니까?
선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
감독:: 귀하들이 이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포하겠습니까?
감독
선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예식
연회용 (여러명 파송)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귀하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선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
감독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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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라”예수님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그를 보내신 것처럼, 그도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귀하들도 나아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선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
연회 국제선교회 회장이 회중에게:
회중에게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금 들은 다짐을 목격한 교우들은 이
선교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후원하겠습니까?
회중:: 예
회중
감독 :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감독: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생명을 주시기 위해 두 팔을 뻗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여서, 사랑의 이름으로
손을 뻗게 하시고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회중을
대표하여 ________ 선교사를 나사렛교단의 선교사로 ________ 선교지로 파송함을 공포하노라.”
(피파송자에게 한 사람씩 손을 얹고 반복한다.)
회중 모두:
모두 : 축하합니다. 아멘!

나사렛

교회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예식
개교회용 (1인 파송)

성경 봉독:
봉독 :
누가복음 10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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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사렛교단에서 선교사로
섬기게 된 ________ 선교사를 교우들 앞에 추거합니다.
목회자 : 우리는 ________ 선교사가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섬기기 위해 해외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목회자: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__ 선교사를 사역지로 파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와 ________ 선교사의 삶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__
선교사의 삶 속의 그 부르심을 증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국제선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도울 것을 서약합니다. 선교사가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파송하고 귀환하는 그 날까지, 보살피고 안내하고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목회자 : 이제 귀하의 교우들은 귀하가 해외에 나가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목회자: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귀하가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적 성결을
나눌 수 있도록 해외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귀하를
파송함으로 해외선교에 참여합니다.
선교사 :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에
선교사: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귀하는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교회와 교우들이 그
사역을 위해 귀하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귀하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과 겸손과 근면으로
임하겠습니까?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목회자:: 귀하가 이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포하겠습니까?
목회자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예식
개교회용 (1인 파송)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귀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목회자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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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라”예수님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그를 보내신 것처럼, 그도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귀하도 나아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선교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
개교회 국제선교회 회장이 회중에게:
회중에게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금 들은 다짐을 목격한 교우들은
________ 선교사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후원하겠습니까?
회중:: 예
회중
목회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목회자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생명을 주시기 위해 두 팔을 뻗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여서, 사랑의 이름으로
손을 뻗게 하시고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회중을
대표하여 ________ 선교사를 나사렛교단의 선교사로 ________ 선교지로 파송함을 공포하노라.”
회중 모두:
모두 : 축하합니다. 아멘!

나사렛

교회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예식
개교회용 (여러명 파송)

성경 봉독:
봉독 :
누가복음 10장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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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나사렛교단에서 선교사로 섬기게 된
________ 선교사와 ________ 선교사를 교우들 앞에 추거합니다.
목회자 : 우리는 이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선교사역을 섬기기 위해 해외선교에 부르심을 받았다고
목회자: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선교사들을 사역지로 파송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교회와 이 선교사의 삶에서 목격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________ 선교사와 ________
선교사의 삶 속의 그 부르심을 증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국제선교회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도와 물질로 도울 것을 서약합니다. 선교사가 소명을
받은 날로부터, 파송하고 귀환하는 그 날까지, 보살피고 안내하고 기도로 도울 것입니다.
목회자 : 이제 교우들은 귀하들이 해외에 나가 그리스도 닮은 제자를 세우겠다는 다짐을 확인하였습니다.
목회자:
우리는 귀하들이 성령의 능력과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곳에 가든지 성경적 성결을 나눌 수 있도록
해외선교지로 파송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으로, 귀하들을 파송함으로
해외선교에 참여합니다.
선교사들 :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는 소명을 받고,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는 성령의 역사에
선교사들:
동참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귀하들은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기에, 교회와 교우들이 그 사역을
위해 귀하들을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귀하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사랑과 겸손과 근면으로
임하겠습니까?
선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
목회자:: 귀하들이 이 사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선포하겠습니까?
목회자
선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

나사렛

선교

선교사 파송예식
개교회용 (여러명 파송)

국제선교회 회장:
회장 : 귀하들은 그리스도를 섬기고, 선교지를 섬기고, 동료 선교사들을 섬기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선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
목회자 :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목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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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라”예수님은 또한 그의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그를 보내신 것처럼, 그도 제자들을 선교지로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귀하들도 나아가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 삼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가르치겠습니까?
선교사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사들
국제선교회 회장이 회중에게:
회중에게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방금 들은 다짐을 목격한 교우들은 이
선교사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후원하겠습니까?
회중:: 예
회중
목회자 :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을
목회자:
생각할 때 감사함으로 넘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시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새생명을 주시기 위해 두 팔을 뻗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덧입어 주님의 은혜에 동참하여서, 사랑의 이름으로 손을 뻗게 하시고 세상에 구원과 회복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선교사에게 손을 얹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회중을 대표하여 ________ 선교사를 나사렛교단의
선교사로 ________ 선교지로 파송함을 공포하노라.”
(피파송자에게 한 사람씩 손을 얹고 반복한다.)
회중 모두:
모두 : 축하합니다. 아멘!

나사렛

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