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사역을 위한 미국 감리교회 대책위원회

United Methodist Task Force on Disability Ministries
c/o GBGM, UMCOR Health
475 Riverside Drive, 15th Floor
New York, NY 10115
Attention: Patricia Magyar

사명선언문: 미국감리교 내에서 장애인 사역 담당전략부는 변호, 교육, 능력함양 등을 통하여, 장애우들이 

예배, 리더십, 사역 등 모든 영역에서 온전히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리드할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여러분 교회에 한 식구로 맞이하

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더 많은 장애우들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러분의 교회 건물을 좀더 많은 

이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한 정보와 아이디어를 제공받기 원합니까?

자폐, 지적장애, 발달장애, 신체 장애, 움직임 둔화, 및 시각, 청각 상실로 고통받는 어린이들과, 유스부, 성

인들이 그들의 재능과 은사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독려

하기 원합니까?

여기,    저희가 도울 수 있습니다!!

 

사용가능한 자원들: 장애 관련하여 많은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웹사이트…이 웹사이트는 교회 접근 감사

와 미니감사 자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umdisabilityministries.org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6 시간 분량의 장애 관련 워크샵, “훈련자 훈련시키기” 프로그램

http://www.umdisabilityministries.org/


상담자와 웹마스터는 UMTFDM@gmail.com.로 연락 가능합니다.

현재 시도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장애사역 관련 소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월간소식지를 전자우편을 통해 매월 무료로 발송 (원하시는 분은 

저희 웹사이트에 회원가입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를 새로운 시각으로 인식할 수 있게 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협의회 및 교회들이 마련하도록 협조하기.

스피킹 심화과정을 통해 평신도를 지도자로 양성하기

각 캠프들로 하여금 각자 프로그램들과 사이트들의 접근성 및 포괄성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장애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현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중인 사역자들은 물론, 은퇴하신 분들까지도)이여

러 제반 문제들에 봉착할 때, 그들을 변호하고 지지해 주기.

연설자, 전문상담사, 목회자 및 장애 관련 위원회로 구성된 인적자원은행 조성하기.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목회와 선교를 네트워크화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리스트에 다양한 정보들을 실시간 포스팅하기.

여러분들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갖고 있는 계획, 필요 그리고 미래의 꿈 등을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mailto:UMTFDM@gmail.com


장애 관련 워크샵, 캠프, 예배를 계획하고 계시면, 저희가 효율적으로 홍보해 드릴 수 있도록, 저희에게 자

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십시오.

저희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회원가입을 하십시오.

도우미로 봉사활동을 하십시오.

주변인들에게 저희 단체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