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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헌금 (Special Offering)                                                                               다같이 

   헌금특송 (Special Songs)  “있으니”                                 서강석, 서현철 성가사 

                                      “하나님의 은혜” 

* 봉헌송 (Offering Hymn)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다같이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광고 (Announcements)                                                                                      사회자 

* 폐회찬송 (Closing Hymn)    242장(새찬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희련 목사 창립 1974년 11월 3일        

 

광고 

 남부뉴저지 감리교회와 박태열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원근각지에서 찾

아오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여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모두 함께 나누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먼저 

가셔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Installation & Celebration of Appointment Service  

of 

Rev. Tae Youl “Leo” Park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이건형 장로 

                                                                                                                 평신도대표 

경배와 찬양 (Praise)                                            

   개회기도 (Opening Prayer)                                                                       박태익 목사 

                                                                                                          교육담당 협동목사 

   담임목사 및 가족 소개 (Introduction of Rev. Park & Family)                           최종인 장로 

                                                                                                        목회협조위원회 의장 

취임예식 (Celebration of an Appointment)                                        Rev. Brian Roberts 

                                                                               District Superintendent, Cape Atlantic District  

 DS to the Congregation: Dear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today we welcome Rev. 

    Leo Park who has been appointed to serve as the Senior 

    Pastor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Jersey 

    in Egg Harbor City, New Jersey. We  believe that he is well 

    qualified and has been prayerfully appointed to serve you 

    and this community.    

    (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남부뉴저지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된 박태열 목사님을 환영합니

    다. 박목사님은 잘 준비된 분으로 믿어 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파송되셨습니다.) 

   DS to the Pastor  Rev. Park, you have been appointed to be the Senior Pastor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outh Jersey for 

    the  ministry of Word, Sacraments and called to a ministry 

    of Supervision and Leadership. You are  called to lead this 

    congregation to seek unity and to exercise the discipline of 

    the church and to supervise and support the church’s life, 

    work and mission. Do you affirm your commitment to these 

    ministries of  this congregation? 

취 임 감 사 예 배  및  예 식  Order of Installation and Celebration of Appointment Service 

     (박태열 목사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행

    하고, 사역의 지도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남부뉴저지 한인연합

    감리교회의 담임목사로 파송 되셨습니다. 목사님은 또한 교회

    가 믿음안에 하나가 되고, 교회에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잘 감

    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담임목사로 부름심을 받았습니다. 

    이 목회를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하십니까?) 

   Rev. Leo Park   Yes, I confirm my commitment to these ministries of this 

    congregation. 

    (네. 제가 이 교회의 목회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DS to the Congregation: Sisters and brothers in Christ, as people  called by God to  

    participate in the ministries of this church by your  prayers, 

    your  presence, your gifts, your service, and your  witness, 

    will you support and uphold Rev. Leo Park in these  

    ministries? 

    (주안에서 형제 자매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으로서  기도와 참여와 물질과 봉사로써 이 사역에 참여하시어 

    담임목사님을 돕고 받들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회중 (Congregation)  박태열 목사님이 저희에게 오심을  환영하며 축하합니다.  

    우리는 목사님을 도우면서 주님사역에 동참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Rev. Leo Park, we welcome you. We  celebrate your  

    appointment to our church. We  affirm your leadership. We 

    pledge to you our support in our  mutual ministry in the 

    name of Jesus.) 

  성경봉독 (Scripture)          잠언 29:18  Proverbs 29:18                                    사회자 

  설교 (Sermon)                        “남부뉴저지 감리교회 7대 비전”                       박태열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