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 기증금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유산 기증금으로 선교 유산을 강화하고 차세대로 전달함으로써 150주년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다. 미래를 바라보는 영구적인 이 기부금은 여러 세대에 걸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여성,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선교 활동에 확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유산 기증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선교의 핵심적인 경비보조를 위한 정기적인 원천을 보장할 것이다. 이 유산
기증금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양여금, 장학금, 선교에 종사는 직원들, 지도자 개발 등의 행정 비용에 쓰일
것이며, 필요한 자료의 과학 기술 현대화와 통신 운영 제도에 쓰일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체적 프로그램은 선교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봉사 및 옹호활동과 변화를 위한
배움의 기회는 회원들로 하여금 변화의 도구가 되게하고, 여성, 아동, 청소년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의 근본
원인들을 다루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여성 권리 부여를 촉진한다. 유산 기증금은 선교의 핵심적이고 안정된
경비보조를 제공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후손들로 하여금 여성, 아동, 청소년들과 더
직접적으로 연대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교 기부금을 모집하고 예산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면 누구나 다 이 유산 기증금에 동참 하기를 바란다. 어느 금액이나 다 기꺼이 받아
들인다. 우리 선배 언니들이 최초에 선교 기금을 마련한 해 1869년의 수짜를 기념하여, 예를 들면 $18.69,
$186.90, $1,869.00 등의 금액으로도 기증할 수 있다. 아니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년수, 즉 150년을 따라
$15.00, $150.00 아니면 $1,500.00으로 기증할 수 있다. 또 회원들은 유산 기증금을 유서, 생명 보험, 연금의
수혜자로 지정할 수도 있다.
유산 기증금 부여:
• 온라인
unitedmethodistwomen.org/legacyfund	
  
• 전화
800-‐278-‐7771	
  (동부 시간 오전 8시 부터 오후 6시 까지, 월요일에서 금요일 까지)	
  
• 모바일 장치 Text	
  Legacy150	
  to	
  41444	
  
• 수표는 United	
  Methodist	
  Women,	
  Treasurer's	
  Office,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115
앞으로 발행해 주십시요. 수표 메모란에 "The	
  Legacy	
  Fund" 라고 적어 주십시요.	
  
1869년 3월 23일 매사츄세츠 주의 보스턴에 있는 트레몬트 미(북)감리교회에서 8명의 여성들이 불우한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선교를 목적으로 모이게되었다. 그들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신인 여성해외선교공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여의사였던 클라라 스웨인과 여선생이었던 이사벨라 토번을 인도의 여성들과 소녀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선교사로 보내기 위하여 선교헌금을 모았다.
선견 지명이 있었던 이 여성들은 몇 세대를 걸쳐 150년 동안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선교 사역을 할 수 있게한
유산을 남긴 것이다. 21세기에도 우리 여성들은 선교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유산 기증금에 부여함으로써
그 일을 실현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