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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주일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특별헌금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학교와 직업 가운
데 웨슬리 전통의 가치를 전할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희망의 통로에 투
자하게 됩니다.

“이 장학금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제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장
학금을 제 삶에 사용하셔서 제 대학 생활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셨고 또 결코 가
능하지 않으리라 생각했던 기회를 추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희망의 선물 장학생 카트리나 루이스

“이 장학금은 제가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씨름해왔던 재정적 스트레스
를 상당 부분 해소해 주었습니다. 아이오와주립대학교에서의 학업을 마
친 뒤에는 연합감리교회 목회자가 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신학교에 진
학할 계획입니다.”
– 희망의 선물 장학생 타일러 헝게이트

“제 꿈은 언젠가 자연 연구, 재활, 그리고 교육 센터를 시작하는 것
입니다. 그곳에서 야생 동물과 그들의 서식지에 대한 제 사랑을 다
른 이들과 나누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고 하
나님의 성전인 대자연으로 다른 이들을 인도하도록 가르칠 것입
니다.”
– 희망의 선물 장학생 안드레아 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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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하게 후원해 주세요!

연

합감리교 학생주일은 연합감리교회가 교단적으로 지키는 여섯 개
의 특별선교주일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학생주일 특별헌
금은 젊은 학자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엄청난 금액의 빚을 떠안는 일은 압도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또한 명석하고 자격을 갖춘 학생들이 그들의 존재를 다 해 부르심의 자
리로 나아가는 일을 제한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특별헌금은 연합감리교회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합니
다. 이는 그들에게 영적인 힘을 제공하는 한편 그들의 꿈을 실현하는 일
에도 실질적 도움을 줍니다. 이 예물을 통해 우리는 교회 전체가 학생들
과 그들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합니다.
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교육과 신앙의 여정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
요. 연합감리교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하나님
이 우리를 통해 이루려 하시는 일을 분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 학생주일 헌금은 수년에 걸쳐 심어진 정의 추구, 치유, 긍휼
이라는 가치를 마음에 품은 청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일을 후원합니다.
UMCgiving.org/giveUMSD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개인 체크
를 United Methodist Student Sunday, GCFA, P.O. Box 340029,
Nashville, TN 37203 주소로 우송하세요. 혹은 체크 메모난에 “학생주
일(UMSD)”을 적어 교회에 헌금하여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