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정 카드를 개체 여선교회 회계에게 준다.

선교 약정 카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우리

자세한 정보는 아래 연락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가족사의 한 부분입니다.

United Methodist Women
Room 1504
475 Riverside Drive
New York, NY 10115
212.870.3725
www.unitedmethodistwomen.org

이 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약정일: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킴벌리 맥키니,

마이라 루이애니 맥키니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은

헌금 약정액: $__________
헌금 방법:

o 매달

o 매 3개월

o 연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통해
참 크리스찬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좋은 기회를 발견하게

회원 가입/약정 카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원 보관용)

—권오연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여성국
이 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교 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표상(엠블럼)
위의 사람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임을
확인합니다.
여선교회 회장: _________________________
날 짜: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교 약정 카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회원으로서, 나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지역선교, 국내선교 및 세계선교를 지원하기로
서약합니다.
헌금 약정액: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연합감리교회의 공식 표상(엠블럼)은
십자가와 불꽃으로 이루어져 있다. 십자가와 불꽃은 그리스도와
오순절을 뜻하는 오래된 상징이다. 표상의 자유롭고 유연한
흐름의 모양은 변화와 유동성을 나타낸다. “나는 그대를 일깨
워서... 그대가 받은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불붙게 하고자
합니다.”(디모데후서 1:6, 표준새번역)
우리는 희생하고, 증거하며, 봉사하는 일을 유업으로 물려
받았다. 여선교회의 표상은 우리에게 이 유업을 지속할 기회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Response 구독 신청 양식
이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ity __________________________ State_____________________ Zip____________

o Response
o Visa

앞으로 발행한 수표를 동봉합니다 o 청구서를 보내주세요
o MasterCard

전화________________________ 이메일(구독용)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지불방법: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는 경우:

미국 내 구독료
1년 (11회 발행) $24.00
2년 (22회 발행) $45.00
권 당 가격 $2.75

Response 오디오 버전 (미국 내에서만 가능)
1년 (11회 발행, 시각장애자용) $24.00
1년 (11회 발행, 기타) $46.00
주문번호 BMJRE2010
무료전화 주문: 877-881-2385
팩스 주문: 845-267-3478
온라인: unitedmethodistwomen.org/Response

Response

— 베스 앤 커비

크레딧 카드 번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PO Box 395
Congers, NY 10920-0395

싶어요.

크레딧 카드 만기일(월/년도)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는

주문: 		
		
		

여선교회에 가입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서명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선교학교에서 실시하는 선교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개인이나 단체, 혹은 선물용으로 구독을 신청하시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정의도 선교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믿으며, 		
나의 선교의 개념을 넓혀 간다.

믿음, 소망,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나는

전세계의 여성, 어린이, 청소녀/년들을 위해

배움의 기회와 선교교육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한다.

비전

살아온 롤모델을 만나고 싶어 연합감리교회

서로 사랑하라는

시간

New World Outlook 잡지 구독은 무료전화나 온라인 www.umcmission.org/Find-Resources/NewWorld-Outlook를 방문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선교에 동참!
교회의 세계선교에 동참함으로서 선교에 대한

저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실천하며

—오팔 랜섬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나는 세계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통해 헌금한다.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역사와 유산을 		
자랑스럽게 이어간다.

따릅니다.

헌금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는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 배우고, 반성하며,
동참하기 위해 시간을 바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

Response 잡지를 구독하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나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성숙하고 		
새롭게 하기 위해 기도한다.
나는 회원으로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목적을 지지하며
따른다:

나는

연합감리교회

기도

회원의 보람과 책임

나의 서약!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