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지정선교헌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구는 희망

The Advance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요한복음7:38, 표준새번역

”



비전
<특별지정선교헌금>은 희망을 전하고, 힘든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 제정되었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이 세상과 함께하려는 연합감리교회의 비전에 따라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프로젝트와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선교사와 후원자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해 줌으로써 함께 선교에 동참하게 된다.

<

목적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여러분이 드리는 선교 헌금의 100% 전액이 

지정한 선교 사역이나 선교사를 위해 사용되는 

연합감리교회의 공신력 있는 지정 헌금 프로그램이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의 목적은 전 세계의 선교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물질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며,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삶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핵심 가치
• 신뢰를 기반으로 성실하고, 투명하게 헌금을 관리한다.

• 나누는 마음과 봉사를 전 세계에 장려한다.

• 긍정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유산
<특별지정선교헌금>의 간략한 역사 

1948년, 감리교회 총회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한 4차년 계획>을 시작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도처의 기독교인들은 물질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상처 입은 세계의 복구와 재건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952년에 <특별지정선교헌금>은 감리교회의 정규 프로그램이 

되었고, 감리교회와 복음주의 연합형제교회가 합쳐 연합감리교회가 된 

1968년 이후에도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연합감리교회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지속되고 있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은 그 출발 당시부터 개인의 헌금이든 교회의 

헌금이든 100% 전액이 특별지정선교 프로그램이 지원하는 사역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기에는 주로 세계대전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에, 특히 전쟁 난민 수용소를 위한 프로젝트에 주력하였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은 “2차 헌금”이라 불린다. “1차 헌금”으로는 

각 교회가 내는 세계선교비 및 선교분담금, 그리고 연회선교비 등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선교 노력에 생명줄이 되어주었다. 연합감리교인들은 그 동안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13억 달러에 이르는 기금으로 선교와 사역을 

지원하였다.  

연합감리교인들은 강한 결속력으로, 이 힘든 세상에 그리스도를 위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여전히 헌신하고 있다.



<특별지정선교헌금> 프로젝트와 관련된

프로그램 분야
“이런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선정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의 연회들과 

해외지역총회들, 미국 이외 지역의 파트너교회들과 에큐메니칼 기관 등이 <특별지정선교헌금> 

프로그램에 지원서를 제출한다. <특별지정선교헌금>과 관련된 세계선교부의 프로그램 분야들은 

다음과 같다. 

지역•기관 선교부 Community and Institutional Ministries

지역•기관 선교부(CIM)는 지역사회의 각종 봉사센터, 학교와 미션 칼리지, 지역의 아동보육시설, 

여성보호센터 및 선교복합관 등에 행정 및 프로그램 지원을 제공한다. CIM은 연합감리교인들의 

아낌없는 헌금으로 프로젝트들이 안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지정선교헌금>과 

함께 협력한다.

전도•교회성장부 Evangelization and Church Growth

전도•교회성장부(EGG)는 <특별지정선교헌금>의 지원을 받아 연회와 해외지역총회, 독립감리교회, 

기타 다른 교회기관 등과 협력하여 지도자들을 훈련시키고, 협력관계를 수립하며, 세계 곳곳에서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자원들을 제공해준다.

선교 상황•관계부 Mission Context and Relationships 

<특별지정선교헌금>의 프로젝트들은 선교 상황•관계부(MCR)가 관리한다. 이 프로젝트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서적, 물질적,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MCR은 선교지의 

상황을 확인, 평가, 분석하는 등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초교파적인 협력관계를 맺으며,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 United Methodist Committee on Relief (UMCOR)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는 연합감리교회의 인도주의적 구호 및 개발 기구이다. 

구호위원회(UMCOR)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여,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해 구호위원회에 지정된 헌금은 100% 전액이 

전 세계에서 펼쳐지는 구호위원회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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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일어서는 스리랑카 사람들  -  구호 및 개발 (#3020630) 

오늘날 동부 스리랑카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딛고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을 준 연합감리교회

에 감사를 표하고 있다. 2004년, 인도양의 쓰나미가 동부 스리랑카 지역 연안을 휩쓸고 지나가 어업과 연안의 농업을 대부분 

파괴하다시피 하였다. 연합감리교회 구호위원회(UMCOR)는 <특별지정선교헌금>의 지원을 받아, 쓰나미 직후 그 지역으로 가

서 재해복구에 나섰으며, 오늘날까지도 파트너 교회들과 협력 하에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다.

사진: 바바라 제이콥슨 (Barbara Jacobson)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연합감리교회 선교사와 함께 하기

선교인력부 Mission Personnel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땀 흘리는 선교사들은 세계선교부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선교인력부는 세계선교부의 선교사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며, 지원하고 있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연합감리교회들과 선교사들 사이의 

공식적인 파트너쉽 프로그램인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사 지원을 

장려하고 있다.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
선교지원 약정관계를 맺게 되면, 약정을 맺은 교회는 선교사와 파트너가 된다. 이렇게 

파트너를 맺어 지원 약정을 하는 것은 단순한 재정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교회와 선교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기적으로 소식을 주고 받는 역동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선교사가 겪는 어려움과 기쁨을 알게 되면서 교인들은 선교사와 

진정으로 연결되고, 그들의 사역에 헌신적으로 동참하게 된다.

• 매년 $2,500 혹은 교인 한 명 당 $5씩이라는 지원 목표액을 정한다.

• 세계선교부의 소속 연회 담당 총무 혹은 <특별지정선교헌금> 사무실에 연락하여,  

    여러분 소속 연회와 관련된 선교사에 대해 알아본다.

• 선교 지원 약정서 양식을 작성하여 세계선교부의 <특별지정선교헌금> 사무실에    

    제출한다.

 

• 선교사 이름이나 <특별지정선교헌금> 번호를 정확히 적어 소속 연회 회계에게 헌금을  

    보낸다.

• 지원하는 선교사를 여러분 교회 사역자 명단에 올리고, 사역자의 일원으로 생각한다.

•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들과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한다.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에 개인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다.

일년에 $500 이상을 약정하여 선교사를 지원하면 된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은 각 교회의 중, 고등부나 청년부, 대학부가

청년 선교사(US-2와 선교 인턴)를 지원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중, 고등부나, 청년부, 대학부는 부원 한 명 당 $5의 약정금으로

청년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선교사 지원에 대한 정보

왜 세계선교부의 선교사를 지원해야 하는가?

우리 연합감리교인들은 우리를 대신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 선교사들은 세계선교부의 이름으로 책임감 있는 선교를 할 

것이다. 세계선교부는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고, 임무를 부여하며, 

관리 감독한다.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들은 세계선교부의 다음 네 가지 목적에 맞는 

사역을 한다.

1)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한다.

2) 교회와 그외 신앙 공동체를 강화하고, 개발하며, 새롭게 한다.

3) 인류의 고통을 줄인다.

4) 정의, 자유, 평화를 추구한다.

선교 비용은 어떻게 조성되는가?

선교사들은 다음 네 가지가 복합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1)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 (특별지정선교헌금) 

(2) 세계선교기금 (선교분담금) 

(3)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선교비

(4) 기타 신탁 및 투자 잉여금

이 중에서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통한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적인 재정 자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선교사 파송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의 장점은 무엇인가?

지원 약정을 하는 교회는:

1) 연합감리교회 선교사 지원에 헌신한다는 공로를 인정 받는다.

2) 선교사가 순회 중일 때, 가장 먼저 선교사의 방문을 받을 수 있다. 

3)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로부터 소식지와 이메일을 받을 수 있다. 

4) <특별지정선교헌금> 사무실로부터 선교사의 순회, 퇴임, 기타 다른 변화 등 

    근황을 보고 받을 수 있다.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 브로셔-한국어 (#87404508)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개체교회 또는 개인이 어떻게 

선교사와 지원 약정 관계를 맺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 및 필요한 

정보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브로셔를 주문하려면 다음으로 연락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umcgiving.org, 무료전화 (888) 346-3862, 

팩스 (615) 742-5499, 이메일 csc@umcom.org

교회는 후원할 선교사를 어떻게 선택하는가?

<특별지정선교헌금>의 웹사이트 www.advancinghope.org를 방문하거나, 

세계선교부의 소속 연회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여러분 소속 연회의 선교사에 대해 알아본다. 

그러면 순회 기간 중에 그 선교사가 여러분의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체 교회가 지원해야 하는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들은 몇 명인가?

미국을 포함하여 세계 약 60여개 국에서 3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을 통해 사역하고 있다.

사진: 폴 제프리 (Paul Jeffrey)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
연합감리교회  선교사들과  함께  하는  교회

The Advance

특별지정선교헌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구는 희망

특별지정선교헌금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

지원 약정서/재 약정서

교회 이름                                                                               

교회 주소                                                                               

City                                State            Zip Code                        

교회 전화번호                                                                          

목회자 이름                                                                             

소속 연회                                                                               

소속 지방회                                                                             

담당자 이름                                                                             

담당자 직책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이메일                                                                                   

담당자 주소                                                                             

City                                State            Zip Code                        

아래 기록란에 지원하고 싶은 선교사의 이름을 지정할 수 있다.

여러분은 지정된 선교사와 지원 약정을 맺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헌금은 

모든 선교사들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선교사 이름                                                                             

특별지정선교헌금 번호                                                                   

사역하고있는 국가                                                                      

            한 교회 당 매년 $2,500 이상

            한 교인 당 매년 $5 이상

선교 지원 약정 기간:            3년              1년

선교 지원 약정 시작일:            년           월

선교 지원 약정 종료일:            년           월

선교사를 다시 지명하는 경우, 이전에 지원하던 선교사 이름                      

참고: 재약정서 작성은 지원 약정이 종료될 때에만 필요하다.

•교회의 지원금을 소속 연회의 회계에게 보내면 <특별지정선교헌금> 크레

딧을 받게 된다. 체크의 메모란에 지원하는 선교사의 이름과 <특별지정선

교헌금> 번호를 적는다.

•작성된 약정서를 다음의 주소로 우편 발송/팩스한다:

The Advanc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475 Riverside Drive, Room 350, New York, NY 10115

Tel. (212) 870.3718; Fax (212) 870.3775; covenant@gbgm-umc.org

•약정서의 사본 1 부를 세계선교부의 소속 연회 총무나 연회 사무실로 보낸다.

선교 지원 약정 프로그램 브로슈어 

#87404508가 더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연락하면 된다. 

웹사이트: www.umcgiving.org 

무료전화: (888) 346-3862. 팩스: (615) 742-5499

이메일: csc@umcom.org

The Advanc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475 Riverside Drive, Room 350, New York, NY 10115

Tel. (212) 870-3790

www.advancinghope.org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세계선교부의 프로그램이다.                                         콕스베리 주문번호 87404508  



#14629A 필리핀,
재활및 산림 개발사역 

사진: 맷 모건(Matt Morgan)

#3020470 라오스,
여성과 어린이들, 청소년소녀를 위한 사역

사진: 아담 닐(Adam Neal)



자주 묻는 질문
2차 헌금이란 무엇인가?

<특별지정선교헌금>은 “2차 헌금”이다. 1차 헌금으로는 개체교회들이 우선적으로 내야 

하는 세계선교비와 선교분담금, 연회선교비가 있다.

왜 <특별지정선교헌금>에 참여해야 하는가?

• 여러분이 선택한 프로젝트나 사역에 여러분 헌금의 100% 전액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을 위한 행정비나 홍보비는 연합감리교회의 

   분담금으로 충당한다.

•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젝트나 선교사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여러분의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 우리는 <특별지정선교헌금>이 

   공신력 있고,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헌금의 사용 경로를 기록하고 관리한다. 

• 여러분의 헌금은 연대감을 형성시켜 준다. <특별지정선교헌금>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 사역은 연합감리교회 연회, 해외지역총회, 파트너 교회, 

   에큐메니칼 기관 등을 통해 세계선교부에 연결된다.

• 매년 내는 헌금 총액에 <특별지정선교헌금>을 포함시켜 연회에 내면, 

   각 교회와 연회는 <특별지정선교헌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 연합감리교회의 헌금 방식을 이용하여 청지기로서의 의식과 연대감을 증진시킨다.

<특별지정선교헌금>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 이 안내 책자나 웹사이트(www.advancinghope.org)를 이용하여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선교 프로젝트를 찾는다. 

• 웹사이트를 방문해, 매달 발행되는 전자소식지를 받아 볼 수 있도록 등록한다.

• 여러분의 헌금과 기타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웹사이트에서 확인한다.

• 여러분이 지원하는 선교사와 프로젝트를 위해 기도한다.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은 어떻게 접할 수 있는가?

2009-2012년 회기 동안, 매년 모든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최근 소식을 

웹사이트(www.advancinghope.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자세한 소식은 New World Outlook과 같은 세계선교부의 간행물과, 

웹사이트 www.gbgm-umc.org, 그리고 매달 온라인으로 나오는 

전자소식지에도 실릴 것이다.



<특별지정선교헌금>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009-2012 <특별지정선교헌금> 안내 책자를 주문한다. 

(2009-2012 Giving Resource Guide of The Advance, Strength in Numbers, #87400308, 영어) 

지원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선정한다.

아래의 지원 방법 중 하나를 이용해 헌금을 낸다.

 • 온라인: www.advancinghope.org

 • 크레딧 카드: (888) 252-6174

 • 체크: 여러분의 교회 앞으로 체크를 발행하고, 메모난에 프로젝트  이름과 

<특별지정선교헌금> 번호를 적는다. 체크를 여러분 교회 회계에게 내면, 

여러분의 교회와 소속 연회가 <특별지정선교헌금> 크레딧을 받게 된다.

또는

“Advance GCFA” 앞으로 체크를 발행하고, 메모난에 프로젝트 이름과 

<특별지정선교헌금> 번호를 적어 아래 주소로 보낸다.

The Advance GCFA, P.O. Bos 9068, GPO, 

New York, NY 10087-6174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다음으로 연락하면 된다.
The Advanc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475 Riverside Drive, Room 350
New York, NY 10115 
전화: (212) 870-3790        

팩스: (212) 870-3775 

이메일: advance@gbgm-umc.org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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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아린이 사역 #1158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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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교부
특별지정선교헌금(The Advanc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475 Riverside Drive, Room 350

New York, NY 10115 
전화: 212-870-3790
팩스: 212-870-3775 

이메일: advance@gbgm-umc.org 

사진 제공: 크리스 헤커트, 카산드라 헬러, 션 베커, 데이비드 말로이, 
엘리자베스 콘클린, 매트 모간

역사 사진: 총회교회역사보존위원회
<특별지정선교헌금>은 세계선교부의 프로그램이다

UMCOM #87400209 
Cokesbury #528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