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감리교회
디크네스와
국내 선교 동역자 사무실

부르심
디크네스나 국내 선교 동역자가 되는 절차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면 다음으로 연락하기 바란다:
Office of Deaconess and Home Missioner
United Methodist Women National Office
475 Riverside Drive, 15th floor
New York, NY 10115
212-870-3850
deaconess@unitedmethodistwomen.org
온라인 연락은
www.unitedmethodistwomen.org/dhm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선교 헌금은 이 사역을 보조한다.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십시요:
www.unitedmethodistwomen.org/dhmfund

www.umwmissionresources.org • 800-305-9857
무염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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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하여,
사랑, 정의, 봉사의 첨단
사역에 일생 전렴하려는
평신도들이 성약의
커뮤니티의 한 부분이
되어 함께 사역에 종사할
기회가 있다.

봉사

“국내 선교 동역자가 되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디크네스들과 국내 선교 동역자들은 남을
그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랑

– 디크네스, 진 로 스미스

불충실하게 산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처럼 살고 있지 않다고
느껴질꺼에요.”

– 디크네스, 레이첼 펫만

실천

정의
“나는 열정적이고 세상에 정의를 위해 전진하는

“디크네스의 일은 나로 하여금 실천에
몰두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행복합니다.”

좋아 하지만, 디크네스들은 행동으로
Paul Jeffrey

이 커뮤니티의 한 일원이 된것이 정말

– 디크네스, 씬디 엔드레이드 존슨

온 라인에서 더 많은 디크네스와
국내 선교 동역자들을 만나 보십시요:
www.unitedmethodistwomen.org/dhm

옮깁니다. 나도 활동가 입니다.”

– 디크네스, 셀리나 스미스

“감사와 사례를 받으려고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사랑해서 봉사합니다; 저의 보답은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연합감리교회 디크네스와 국내 선교 동역자의 모토

Mike DuBose/UMNS

가져오는 일을 나는 실천합니다.”

Conozca a m

이유는 내가 다른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Courtesy Jeanne Roe Smith

커뮤니티를 세우기 위하여 조직적인 변화를

– 국내 선교 동역자, 게리 록리어

“이 사역이 나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역입니다. 사랑이 우선적인 초점입니다:
그들의 성스러운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의

– 디크네스, 멜바 맥컬럼

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언약입니다.”

부르심

“나의 사역은 정말 사랑과 정의와 봉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인류를 사랑하고,

이것이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부르심은 나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사역을

Cortesía Rachel Patman

– 국내 선교 동역자, 메튜 모건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일평생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봉사의

Mike DuBose/UMNS

축복이었습니다.”

“나는 봉사자이고 내가 이 봉사자의 역활을
Cortesía Melba McCallum

도와주며,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한 연결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나의

Mike DuBose/UMNS

알게되고 사역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일을 긍정해 주는 것이 나에게는 성스러운

언약

Mike DuBose/UMNS

연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