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및
국제 문제에
관한
연합감리교인
세미나
“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문제들에 대해
이제야 눈을 뜨게된
느낌입니다.”

연합감리교인 세미나 프로그램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필수 과정입니다.
교육 프로그램과 직접 참여하는 경험들을 통해 다양한 연령층의 회원들은
중요한 문제들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배우게 됩니다.

국내 및 국제 문제에 관한 맞춤형 세미나는
참가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탐구 참여활동과 성경공부, 토론을 통한 탐구.
만남 인권 운동가, 풀뿌리조직(시민단체) 관계자,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

여러분이 뉴욕시 또는
워싱턴 디씨를 방문하거나,
세미나팀이 여러분을 찾아 갈수도
있습니다!
세미나는 여러분의 다양한 요구와
관심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기간에 맞추어 진행됩니다.

배움 미국 정부와 유엔의 정책 및
하는 일에 대해 배움.

방문 지역사회 단체들 방문.
실천 세미나 기간 동안 그리고 세미나 이후에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실천안 개발.
각 그룹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정의 주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미나에서 다루어졌던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아 		
건강
		
기후변화		
이민
		

평화
인종차별
인신매매
지역 공부

뉴욕시의 세미나는 유엔과
마주하고 있는 유엔교회센터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에서 진행됩니다.
워싱톤 디씨의 세미나는 국회의사당과
연방대법원 근처에 위치한 연합감리교회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찾아가는 세미나 — 자신들의 거주지역에서
세미나를 열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지역의 상황에 따라
특정한 주제와 필요에 맞추어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로마서 12:2

수많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이 세미나 프로그램을 통해
섬기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합감리교인 세미나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들에 앞장서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세미나 프로그램팀에 문의한다.

212-682-3633
777 UN Plaza, 8th floor
New York, NY 10017
온라인으로 세미나 프로그램을 방문한다.
웹싸이트:

www.unitedmethodistwomen.org/seminars
트위터: @UMSeminars
또는 페이스북
세미나 프로그램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후원하에 이루어진다.

목적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전
전 세계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녀/년을 위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실천한다.

www.umwmissionresources.org
800-305-9857
무염소 종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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