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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구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종은 

아시아계 미국인입니다. Pew Research Center  

연구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 이민 오는 사람 중에 

아시안 인구가 히스패닉을 제치고 가장 큰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은 외국 출생자와 

미국 출생자를 합해 모두 1,820만 명으로, 1965

년의 1퍼센트에서 크게 성장해, 지금은 미국 인구의 

5.8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커뮤니티와 

연계하고, 영적 지도자를 길러낼 때, 사람들과 

공동체는 변화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Partner in Mission 사역에 동참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개인 체크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시는 것입니다. 후원금은 세금 보고에서 

항목별 공제액을 신청하면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기부하길 원하시면 

www.UMCdiscipleship.org 웹사이트을 방문해 

하단에 있는 “Donate” 버튼을 누르셔서 “Partner 

in Mission: Fund for Korean, Asian & Pacific 

Islander Ministries” 기금에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http://PIM.GBODGIVING.ORG을 직접 

방문해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를 보내실 때는 

기부금액을 Partner in Mission 으로 이슈하고 아래의 

Discipleship Ministries 보안 금고함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Partner in Mission
UMC Discipleship Donations
P.O. Box 440154
Nashville, TN 37244

Partner in Mission 사역과 후원에 대해 좀 더 알기 원하시면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 
책임자 김광기(David Kim) 목사 혹은 펀드개발 책임자  
Ben Crumbley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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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 Crumbley
Donor Services Manager
Upper Room Ministries
Discipleship Ministri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615) 340-7061 Direct Office
(877) 899-2780 Ext. 7061 Toll Free

bcrumbley@upperroom.org
www.UMCdiscipleship.org

Discipleship Ministries
1908 Grand Avenue
Nashville, TN 37212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Discipleship Ministries)는 

세계봉사기금(World Service Fund)의 지원과 연합감리교회 

재단(The United Methodist Church Foundation)과의 

협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본인 청지기직을 강화하고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와 사역을 펼치며 소수인종의 리더십 

개발과 교회 성장을 위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체로 상호 협력하여 교회의 사명을 이뤄나가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제자사역부에서는 개체교회와 개인에게 

참여와 후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인 사역의 강화를 위해 Partner in Mission 

펀드를 모아 소수인종 리더들과 활력 있는 교회를 세우고 

연합사역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드려진 후원금은 다음의 4개 사역 부분에 사용됩니다. 

리더십 훈련을 위한 장학금 
지원

한인 및 아시아 태평양계 소수인종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다양한 리더십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특별히 한인교회의 지도력 

개발을 위한 전국지도자대회,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과 

리더십을 위한 웨슬리안 리더십 콘퍼런스, 회중개발과 

교회 성장을 위한 회중개발학교 등에 미자립 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참석하도록 합니다.

200불을 후원하시면 한 분의 목회자나 평신도가 위의 

훈련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500불을 후원하시면 한 

분의 대회 여행경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소수의 제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잘 훈련 받고 준비된 제자를 세움으로 교회와 지역사회와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훈련에 참석했던 

한 참석자는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열정과 영적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경험을 지역사회와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금에 참여함으로 여러분은 소수인종 리더들의 

영향력을 세우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역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한어 및 아시아 태평양 언어 
자료 개발 

매년 한인교회와 목회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개발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 유익한 잡지를 발행하고, 

아시아 인구의 증가와 아시안 교회의 요구에 따른 자료를 

아시안 언어로 번역 출판합니다.

미국에서 영어 외에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 10개 중에 아시안 언어 4개—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 자료와 리더십저널, 그리고 아시안 언어로 분야별 

목회 자료를 개발하고 출판하여 연합감리교회의 신학과 

전통에 바탕을 둔 교회 사역과 현실 목회를 잘 접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어 및 아시아 태평양 언어 자료는 

연합감리교회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사역에 참여하고 

회중개발을 지원하고 다양성 속에서 일치를 이루는데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한국어 저널 발행에 약 1만 5천 불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고, 아시안 언어자료 번역프로젝트에 약 3천 

불, 인쇄에 5천 불, 그리고 출판에 8천 불이 예상됩니다.

아시아 태평양인  
지도자 훈련

연합감리교회 안에 아시아 태평양인 그룹은 모두 15

개입니다—Cambodian, Chinese, Filipino, Formosan, 

Hmong, Japanese, Korean, Laotian, Middle Easterners, 

Pakistani, South Asians, Vietnamese, Tongans, Samoans, 

Fijians.

아시아 태평양인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도 많지만, 

언어와 문화, 역사와 전통이 달라서 교회의 모습도 언어 

인종적으로 따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웨슬리 전통 안에서 연합감리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각자의 그룹을 잘 이해하고 끌고 가는 

사람은 각 그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각 그룹의 

리더들을 키우고 세워주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룹별로 

매년 1~2명의 리더를 훈련에 참여시키고 지도자로 세워 

소수인종사역을 강화해 나가며 동시에 차세대 지도자를 

키우고 세워나갈 것입니다.

각 소수인종 그룹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그룹 내 리더를 

세우는 일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50

불의 후원으로 훈련에 참석하는 한 사람의 하루 식사비를 

지원할 수 있고, 300불의 후원으로 한 사람의 전체 훈련 

참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선교

아시아 태평양인의 뿌리는 여전히 아시아 태평양 

본국에 두고 있어서 그 연결고리는 계속됩니다. 때로 

미국 내 아시아 태평양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복음을 

본국의 사람들에게 전하듯 아시아 지역을 위한 

선교확대는 꼭 필요한 사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가장 방대한 지역으로 훈련과 

워크숍, 네트워크와 이벤트를 통한 지도력 개발과 

영적 변화가 필요한 곳입니다. 이런 도전을 수행하기 

위해 Partner in Mission은 소수인종 지역 커뮤니티의 

요구에 따른 사역뿐만 아니라 현지 선교사들과 혹은 

기독교대한감리교회 및 아시아 교회들과 협력하며 

선교적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현지 지도자를 

길러내며 교회를 활성화 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별히 

가장 건실하게 성장해온 우리 미국 내 한인교회들과 

한인들이 더 책임감을 느끼고 이 일을 함께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매년 1~2회에 걸쳐 선교계획을 세우고 지도자를 

훈련하고 자료를 공급하게 될 때,  

20불로 현지인을 훈련에 초청할 수 있고, 100불의 

후원으로 아시아 태평양 현지 대학생이나 신학생이 

선교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이 

지역 내 훈련대회를 위해서는 6천 불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