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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초대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당신이 교회의 개체 여선교회와 지역 사회의 다른 여성들과 함
께 “기도와 절제의 날”에 참석하기를 초대한다. 매년 이 날에는 많은 여성들이 기도와
이타적인 기부를 통해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신앙을 실천한다.
2021년의 주제는 “그녀가 이끈다: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여성 강화”이다. 함께 와서 기도
하고, 배우고, 세계의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혁시키는 사역을
위해 기부하자.
• 기도 – 우리는 기도로 연합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한다.
• 배움 – 기도와 절제의 날이 다른 이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고, 우리의 헌금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배운다.

• 기부 – 우리는 후하게 기부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미 하신 그리고 앞으로

하실 모든 일들을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에 새긴다.

		 정의를 구현하고, 변화를 일으키며, 여선교회의 신앙과 행동을 함께 실천하자.

당신의 참여가 중요하다

“

신앙을 근거로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다면,
지금이 그 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저임금
가정들을 돕는 새로운 방법
들을 찾고 그 공동체를 섬긴
다. 이 사역을 하는데 있어
여선교회보다 더 좋은
기관은 없다!″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사역과 옹호를 150년 이상 한 경험을 바탕으
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현재 여성,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
의 공동체까지 삶의 긍정적 변화를 주는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여선교회 회원들의 후한 기부금이 있기에 가능하다.
올해의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은 여성들이 그들의 삶과 미래를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헌금은 불우한 환경
에 있는 여성, 어린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의 삶의 질을 증진하며,
여성의 지도력 개발을 촉진하는 국내 선교기관이나 국제 파트너 기
관의 프로그램들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검정고시, ESL영어 학교,
직업 교육, 기술 훈련, 장학금, 마이크로 사업 등의 프로그램이
지원을 받는다.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을 통해 당신은 여성들이
변화를 일으키도록 힘을 주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증거한다.
매년, 여선교회는 수십만불의 헌금을 모금하면서, 기도와 희생적인
기부에 대한 부름에 응답해 왔다. 세계적 유행병으로 모두 어려운
가운데 이러한 생동력 있고 힘이 넘치는 증거를 계속하기 위해 올해
는 기도와 절제의 날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레지날드 스미스,
		 총무, 연합감리교회
이웃센터/베들레헴 센터,
차타누가, 테네시 주.

헌금의 힘
기도와 절제의 날 헌금은 여성의 삶을 변화시칸다. 우리가 참여하
고, 기도하고, 헌금할 때, 우리는 희망의 종자 씨를 심는 것에 공헌
하며 여성이 이 세상에서 다른 이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들
을 양육한다. 그 결과, 우리의 헌금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가까운 곳
에서 먼 곳까지, 큰 영향을 미치며 계속해서 재생된다.
다음은 우리의 헌금이 지원하는 사역들의 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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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위한 지도력 개발
unitedmethodistwomen.org/news/the-poultry-project-whenopportunity-meets-preparation

조류 프로젝트

사업 옹호

미래가 없는 소녀들:
바느질 프로젝트

강화 프로그램

unitedmethodistwomen.org/news/girls-without-futuresewing-project

비누 프로젝트

기술 개발

unitedmethodistwomen.org/blogs/for-a-time-like-this/
april-2020/making-soap-during-a-health-crisis

무어 공동체 집

집 짓는 여성들

레드 버드 선교

기술 학교

금문

ESL 영어 교실

moorecommunityhouse.org/winc

2020-2021학년에 레드 버드 선교는 기술학교를 재설립하여 학생
들이 기술 훈련과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을 제
공할 것이다. 화석 연로를 만들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새
로운 에너지 원료 등 다른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민 여성들을 위한 직업 및 기술 훈련

세계적 영향력

국내 사업

펠리자르다 조아킴은 닭 요리 사업을 하고
자 하는 그녀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필요했다. 여선교회는 종자 투자를 통해 필
요한 순간에 그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
다. 조류 프로젝트는 기도와 절제의 날 헌
금을 통해 펠리자르다와 같은 여성을 지원
하는 것을 가능케하는 성공적인 국제적 사
업의 많은 예 중 하나이다. 모잠비크 남연
회의 여선교회가 추진하는 사업 개발을 통
해 여성과 청소년에게 취업 기회를 주기 위
해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과 청
소년은 사업 기술의 훈련을 받는다. 펠리자
르다는 조류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고,
이제는 여선교회의 조류 프로젝트를 지원
하기도 한다.

에밀리는 중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으로
최근 이민 왔다. 그녀의 남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그러나 그는 노동 시간이
길어, 아내인 에밀리와 그들의 어린 아이인 제임
스와 함께 지낼 시간이 많지 않다. 에밀리는 샌
프란시스코 시장이 주최한 생활 박람회에서 금
문의 ESL 영어 학교에 관해 알게 되었다. 그 후
에밀리는 영어 학교에 등록했고, 금문은 에밀리
의 탁아 비용을 도와 주었다. 에밀리의 목표는
남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었다. 선생
님들의 도움을 통해 에밀리는 이력서도 작성하
고, 온라인을 통해 취업 신청을 했다. 금문의 스
태프들은 에밀리가 인터뷰 기술을 좀 더 잘 하도
록 도와주었고, 취업에 필요한 직장 예절 교육을
해 주었다. 에밀리는 이런 도움에 힘 입어 휴가
철 가게들이 바쁠 때 올드 네이비/갭에 임시 취
업하여 일했다. 에밀리가 일을 열심히 잘 해서,
그 후 에밀리는 올드 네이비/갭에서 파트타임
영구 직원으로 취업 되었다.

펠리자르다의 이야기과 조류 프로젝트에
관해 더 읽어 보라:

>

unitedmethodistwomen.org/news/
the-poultry-project-when-opportunitymeets-preparation

>

금문에 대해 더 읽어보라:
gummoon.org

2019 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에 $570,281을 모금했다. 기도와 절제의 날을 통해 모금된 기금은 해당 연도의
주제와 연결된 프로젝트에 100% 직접 기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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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되고 연결된 삶을 위해

홍보하기

2021년 기도와 절제의 날을 주최하고 많은 여성
들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기도 중심의 경험
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소셜 미디어에 나눌 수 있게 홍보자료 만들라.

소통을 잘 하여 영향력을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포스터, 초대 카드, 소셜 미디어 그래픽 등
을 교회 광고를 통해 나눈다. 초대장을 만들고,
필요한 자료를 나누어 주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
로 기도와 절제의 날을 홍보하라.

• 기도와 절제의 날 홍보 카드를 친구들에게 보내라.
• 이전에 한 기도와 절제의 날 예배에 관한 기사나

사진을 나누라.

광고와 그래픽
• 이 팜플렛 내용 중의 좋은 내용을 나눈다.
• 예배 전, 중간, 후에 헌금에 관한 내용을 알린다.

공동체와 연결하기
• 당신 교회의 여선교회가 이전에 기도와 절제의

2019 년, 기도와 절제의 날의 어린이와

날 예배를 주최한 적이 없다면, 올해 시작해
보라. 기도와 절제의 날은 오랫동안 연합감리
교회 여선교회의 전통으로 지속된 운동이다.

청소년을 위한 기금 모금에 모든 연회들이

100 퍼센트 참여했다.

• 다른 교회의 여선교회나 여성 소그룹과 연락하

여 함께 합동 예배를 기획해 보라.

도움이 될 만한 온라인 자료들

R

다운로드

Z

도움이 되는 온라인 정보들

• 이 팜플렛: unitedmethodistwomen.org/media/pdf/
worship/CallToPrayer2021Brochure.pdf

• 온라인 다운로드 페이지: unitedmethodistwomen.
org/call-to-prayer

• 포스터: unitedmethodistwomen.org/media/pdf/
worship/CallToPrayer2021Poster.pdf

• 온라인 기부: unitedmethodistwomen.org/donate

• “날짜” 기도 카드: unitedmethodistwomen.org/
media/pdf/worship/CallToPrayer2021Poster.pdf

• 웹사이트: unitedmethodistwomen.org

• 주문서: unitedmethodistwomen.org/media/pdf/
worship/CallToPrayer2021Poster.pdf

• 이메일: call to prayer@unitedmethodistwomen.org
• 페이스북: facebook.com/UMWomen
• 트위터: twitter.com/UMWomen

• 프로그램: unitedmethodistwomen.org/2020-2021program-book-call-to-prayer
• 파워포인트: unitedmethodistwomen.org/worship/
CallToPrayer2021PPT
• 소셜 미디아 그래픽: flickr.com/photos/umwomen/
albums/72157716556681118
• 줌을 통해 어떻게 가상 모임을 조직하는가에
관한 정보: unitedmethodistwomen.org/Media/
PDF/HowToHostVirtualEvent.pdf

감사합니다!
이 세계적 유행병 속에서도 이 기도와
기부의 사역에 참여해 주어 감사합니다!
함께 우리의 세상을 변혁합시다!

M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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