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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빗 마틴(David Martins), 2016-2018 그룹

지금 지원하십시오！
umcmission.org/gmf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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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사진: Asian Rural Institute에서 지속 가능한 농업 실천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세계 선교 협력자 Rey Oliver Fabros.

“ 연합 감리교 세계 선교부의 청장년 선교사
프로그램을 통해 정의의 참된 의미를 배웠
습니다. 또한, 인류에 대한 사랑과 선교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경험은 지금도 저를 함께 더불어
사는 삶으로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청장년 선교사
젊은이들 을 위한 선교의 기회

청장년 선교사 (GMF)

“정의란 사랑의 공적 표현입니다.”
—

20-30대 청장년들을 위한 2년 선교 헌신 프로그램

코넬 웨스트(Cornell West)

여러분의 젊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 하시겠습니까? 선교를 통해 사회 변혁을 꿈꾸는
헌신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 하십시오. 2년 간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현지인들과 협력하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리더쉽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사진: Misael Ruiz Lara, 멕시코 감리교회

참여(ENGAGE): 현지인과 함께(with) 일합니다.
연대(CONNECT): 교회를 선교로 동원합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성장(GROW): 개인 영성과 사회 변화를 동시에

umcmission.org/gmfellows
gmfellows@umcmission.org

추구하며 성장합니다.

인권 (HUMAN RIGHTS)

아동/청년 사역 (CHILDREN AND YOUTH)

건강, 보건 (HEALTH)

이주문제 (MIGRATION)

양성평등 (GENDER JUSTICE)

빈곤 (POVERTY)

먹거리 보장 (FOOD SECURITY)

주민조직활동 (COMMUNITY ORGANIZING)

주창활동 (ADVOCACY)

교육 (EDUCATION)

사진: Anthony Trueheart

현지 파트너들과 함께 다음과 같은 사역에 참여합니다:

자신의 선교적 역량을 개발하며, 지역 전문가들에게 배우고, 공의로운 공동체를
세우는데 여러분의 열정을 쏟으십시오.
사역 지원: 훈련 및 파송 지원, 파송 후 기본 생활비 보조, 의료 보험 제공, 주거지 제공.
국제 사역 국가: 캄보디아, 브라질, 독일, 아일랜드, 라이베리아, 멕시코, 한국, 잠비아.
최근 미국 내 사역 도시: 디트로이트, 칼라마주 (미시간 주); 마이애미, 탐파 (플로리다 주);
놈 (알래스카 주);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주); 타코마, 시애틀 (워싱턴 주)

18 세 이상의 개인 및 커플들은 자원선교사역자 사무실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교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missionvolunteers.org를 방문하십시오.

“ 선하게 사는 법을 배우고, 정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보호하고,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 이사야 1:17, 현대인의 성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