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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주 하나님, 주님께서 여러가지의 영적 은사와, 기술과 재주 등을 우리 각자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이 은사들이
축복이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선한 사역에 사용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 주소서. 사랑과, 정의와, 긍휼과 진실함으로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에 담대하게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그리고 우리들이 그 부르심에 여선교사역자와 가정 사역 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소서. 주님의 거룩하고 귀한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초대합니다
매년, 개체 여선교회와 지역사회의 여성들은 “기도와 절제의 날”에 초대를 받습니다. 이 날은 우리의 창조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려고 모이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주최하고, 모든 여성들을 환영하며 하나님과 함께,
관대하게 베푸는 것과 영적 친교를 통하여 자매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모이는 잔치입니다. 우리의 2022년 주제, “사랑, 정의와
섬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네” 하고 응답하여 부르심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선교사역자와 가정 선교사들을
기리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시는 당신을, 이 땅의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녀들을
대신하여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기도하세요: 우리가 기도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열 때에 우리의 영혼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 배워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에, 우리는 이 여선교회의 자매 사랑을 나누는 특별 헌금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 나누세요: 우리들이 사랑의 헌금과 다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감사할 때에, 우리의 감사와 이해는
우리로 하여금 헌금을 드리게 하여줍니다.
오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이 특별한 기도와 절제의 날 시간에 함께해 주세요.

왜 헌금을 하나요?
1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세계 곳곳에서 여성과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믿음, 소망과
사랑을 실천하려고 열심히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리들이 “기도와 절제의 날”로 모이는 것은, 우리는 우리의 자매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섬기는 사람들의
희생을 깨닫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모든 연회에서는 미국과 전 세계의 각자 지역에서 사역하는 기관과 개인들을 위하여 후원금을
모금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모든 연회에서 100 프로 기도와 절제의 날에 참가하고 그 날을 지켰습니다.
올해에 모아지는 헌금은 여선교 사역자 (디커니스)와 가정 선교사들의 중요한 사역을 후원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특별한
임직을 받은 평신도들로서, 사랑과 정의와 섬김의 사역을 통하여 헌신하며 평생을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 분들의 직업을 보자면,
소셜 워커, 교육, 보건 의료, 변호, 이민 개혁, 빈곤 퇴치 사역, 반인종주의 사역, 소방, 법적 정의와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와 절제의 날에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디커니스와 가정 선교사들의 교육과 훈련을 돕는데 사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해줄 것입니다.
2020년에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을 위하여 $434,844를 모금하였습니다.
이 헌금의 전액은 기도와 절제의 날을 통하여 2020년에 지정된 사역을 위한 재정으로 직접 보내집니다.

당신의 헌금은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도와 헌신적으로 드린 헌금은 디커니스와 가정 선교사 평신도 사역을 통하여 여성, 어린이, 청소년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관대하게 베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관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12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헌금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다른 자매들의 헌금과 모아져서, 사랑, 정의, 섬김으로 지금 일선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훈련과 앞으로 필요할 훈련을 제공하면서 몇 세대를 도울 수 있는 분량이 됩니다.

그 때와
지금
그 때:

지금:

• 40 미만의 미혼 여성들만 가능 했다
• 디커니스 홈에서 살아야 했다

• 다양한 나이와 성: 여성들은 디커니스이고 남성들은
가정 선교사들이다

• 월급은 없었고, 생활비로 한 주일에 $8를 받았다

• 결혼, 자녀나 사는 곳에 대한 제한이 없다

• 수녀들과 비슷한 옷을 입어야 했다

• 유니폼도 강요하지 않는다

• 지금의 로컬 선교사와 비슷한 사역을 하였는데, 병 치유,
섬김과 극빈자들을 대변 하는 일 등을 하였습니다.

• 세계 곳곳에서 다양한 직업으로 사역을 한다
• 사역 지에 파송을 받고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알고 있었나요?
• 1888년에 에피스코펄 감리교회 교단에서 그리고 1897년에는 그리스도

• 디커니스와 가정 사역자들은 평생 동안 섬기기로 임직을 받았고 은퇴하고도

연합 형제 교단에서 세워진 디커니스는 연합 감리교회보다도 먼저

사역이 계속됩니다. 사실, 디커니스 공동체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은, “우리는

세워졌습니다. 디커니스와 가정 선교사들은 보건 위생과 상담에서부터

은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던 일을 계속할 뿐입니다.” 입니다.

소방과 법 계통까지 여러가지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 오늘날의 소셜 워커 프로그램은 디커니스 훈련학교에서 발전된 것입니다.

• 디커니스들은 “이 가운데 가장 작은 자”들을 옹호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한
덕분에, 한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랑스러운 사람들” 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 오늘날 미국 안에는 400명 정도의 디커니스와 가정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디커니스 몇 분을 만나 보세요
디커니스 모니카 바틀리 MONICA BARTLEY는 뉴욕 시에서
장애인들의 독립을 위한 센터(CIDNY)에서 커뮤니티
아웃리티의 코오디네이터로 섬기고 있다. 장애인들이 좀더
쉽게 기동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위한 교육과 그것에
관련된 것들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불의에 대하여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던 것 같이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디커니스 아만다 마운튼 AMANDA MOUNTAIN은 디트로
이트에 위치한 도시 선교 사역에서 모토타운 미션 Motown
Mission의 디렉터로 섬기고 있다. “나의 부르심은 지금도
그렇지만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이었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 가야 하고, 그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기들의 미래 직업은 무엇이 될 것인가를 그들이 분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디커니스세실 부쿳-아르씨오 CECIL BUCUD-ARCEO는
캘리포니아 산타 아나에 있는 산타 아나 연합감리교회에서
어린이 사역 전도사로 섬기고 있다. 그녀는 또한 필리핀의
뤼잘 지방에 있는 해리스 기념 대학 Harris Memorial
College에서 가르치기도 하였다. “디커니스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는 감동을 받았어요.”

디커니스 케이디 허-양 KADY HERR-YANG은 그녀는 오로라
의료 서비스의 옹호 Advocate Aurora Health를 위하여
자격증을 가지고, 몽족 의료 통역사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하고
있다. 그 곳에서 그녀는 위스콘신 주 전역을 맡아서 모든 몽족
환자들과 스태프들에게 의료 통역과 번역 사역을 하고 있다.
“나는 가족들과 병원이 환자의 결정이 중요하고 환자들도
자신의 건강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함으로 불의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디커니스 트레이시 타버 위즐 TRACY TARVER WEISEL은
코네티컷 주에 있는 하트포드 Hartford에서 특별 교육
교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공립학교 시스템에서 정학 당한
4학년에서 12학년의 학생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거미 줄에 잡히게 하는 인종차별 시스템을
멈추게 하는 일을 하면서, 나는 학교-감옥 직행통로에 대한
인식을 높여 주는 나의 사역이 불의를 없애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디커니스 아네트 윈스튼 ANNETTE WINSTON은 간호사로,
알라바마 노인 서비스 부 Alabama Department of Senior
Services에서 연장자와 장애 허가에 대한 사역을 하는데,
장기간 돌봐주는 기관에 가야할 노인들에게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역이다. “나는 간병인, 변호인,
교사, 메니저, 영성 조언자 등 여러가지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간호사는 사역이라고 나는 믿어요.”

어떻게 당신은 계획하고 알릴 수 있나요
온 라인으로 기도와 절제의 날을 기획하든지 대면으로 모이는 기도와 절제의 날을 기획하든지, 우리는, 모인 사람들이 기도 할
수 있고, 배우고 우리의 주제인 “사랑, 정의와, 섬김: 부르심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 넉넉하게 헌금을 하는 뜻있고 목적이 뚜렷
한 자매 사랑의 시간을 기획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2022년 가운데 어느 때에나 드릴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연 초에 기도와 절제의 날을 계획합니다. 참석자들에게 날짜
를 미리 미리 알려주기를 부탁합니다.
아래에 있는 자료들은 당신이 당신 그룹에게 쉽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기도와 절제의 날을
기억하세요” 카드를 일찍 나누어 주거나 우편으로 보내고, 개체 여선교회, 지방회와 연회 등 당신의 공동체에 이 소식을 널리 알려
주세요. 마케팅 캠페인과 사회 연락망에 올리는 일은 당신의 개체 여선교회의 행사를 알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사 초대장과 온 라인 달력에 기록하는 것은 행사 날짜를 기억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기도와 절제의 날” 행사를 다른 교회의 여선교회나 지역 사회에 있는 다른 단체나 지방회 여선교회와 함께 연대하여 더 크게
기도와 절제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헌금을 보내는 데에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온 라인으로 헌금 보내기, 개체 여선교회에서 현금으로 헌금 받기,
혹은 회계에게 수표로 헌금 보내기 등이 있습니다.
당신의 교회 여선교회에 온 라인 자료들을 알려주는 것은 기도와 절제의 날 행사에 관심을 갖게 하고 회원들도 자료들을
서로서로 나눌 마음이 생기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료 내려 받기
도움이 되는 온 라인 자료들이 몇 개 있는데, 이 안내 책자를 포함해서, 포스터,
기도와 절제의 날 카드, 파워 포인트, 소셜 미디아의 영상 등과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안내 책자: unitedmethodistwomen.org/Media/PDF/Worship/
CallToPrayer2022Brochure.pdf
•포스터: unitedmethodistwomen.org/Media/PDF/Worship/
CallToPrayer2022Poster.pdf
•기도와 절제의 날을 기억하세요 카드: unitedmethodistwomen.org/
Media/PDF/Worship/CallToPrayer2022PrayerCard.pdf
•프로그램: unitedmethodistwomen.org/2022-call-to-prayer
•파워 포인트: unitedmethodistwomen.org/Media/PowerPoint/
A-Call-to-Prayer-and-Self-Denial-2022-Power-PointPresentation.ppt
•소셜 미디아 영상: flickr.com/photos/umwomen/albums/
72157716556681118

•특별 음악: dropbox.com/sh/e4xg5dm0tpeptcm/
AABmGDPapDe5XyuN9CtrDHyHa?dl=0
•온 라인에서 어떻게 줌 모임을 기획할 수 있나:
unitedmethodistwomen.org/Media/PDF/
HowToHostVirtualEvent.pdf

도움이 되는 다른 자료들
•온 라인 자료 내려 받을 링크:
unitedmethodistwomen.org/call-to-prayer
•온 라인 헌금: unitedmethodistwomen.org/donate
•기도와 절제의 날 이 메일 주소:
calltoprayer@unitedmethodistwomen.org
•웹 사이트: unitedmethodistwomen.org
•페이스 북: facebook.com/UMWomen
•트위터: twitter.com/UMWomen
•인스타그램: Instagram.com/UMWo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