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essage from Bishop Jane Allen Middleton 

Dear Beloved Sisters and Brothers, 

As we enter this holy season of Lent, I am writing to you about a 

life or death issue. Malaria kills over 500,000 of God’s children 

every year, mostly in Africa. The good news is that since 2000 

malaria deaths in Africa have been cut in half from 

1,000,000/year. How is this possible? 

 

The reason for this amazing reduction of malaria deaths has been 

a worldwide campaign to eradicate this deadly disease. Several 

organizations have joined together to reduce malaria deaths to 

zero, much as polio was eradicated in the 1960’s. These 

organizations include, among others: The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The Global Fund an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e United Methodist Church calls its campaign, “Imagine No 

Malaria” and has a goal of raising $75 million by the end of 2016. 

The New York Annual Conference part of this goal is $1.2 million 

and we are a little less than halfway there (we’ve raised 

$550,000). I believe we can reach our goal!  

It is time for a “final push” for us to reach our goal! I am asking 

that each congregation contribute $10 per member by April 25: 

World Malaria Day. This would allow us not only to reach our 

goal but to possibly exceed it! Here is a link for donating: 

https://ny-reg.brtapp.com/ImagineNoMalariaCampaign. We 

will celebrate our victory to help eradicate Malaria at our Annual 

Conference Session in June! 

There are several ways to meet this $10/member goal: (1) take a 

special offering for World Malaria Day during Lent, (2) make a gift 

from church mission funds, (3) use Easter, this great celebration 

of Christ’s resurrection to make a sacrificial offering to eradicate 

malaria and bring new life and hope, or (4) hold a fund-raiser. 

Please take a look at the ideas and resources available to you at 

http://www.nyac.com/inm. INM coordinator Lynda Gomi 

(lgomi@nyac.com) is ready to assist you with fundraising and to 

answer questions. 

I know we can do this and that we must do it. Lives of precious 

women, men and children are at stake. Seldom has there been a 

greater opportunity to save a life and make a difference.  

I believe that God’s yearning for the people of the New York 

Annual Conference is to help defeat this deadly disease. Will you 

join with me in making this final push to reach our goal? 

In Christ's love, 

Bishop Jane Allen Middleton 

New York Annual Conference  

 20 Soundview Ave. - White Plains, NY 10606        

                                                           제인 알렌 미들튼 감독 서한  

친애하는 형제,자매님들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말라리아로 인해 매년 

50 만명이상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은, 2000 년이래로 아프리카에서 해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질병퇴치를 위한 세계적인 캠페인에 기인합니다. 

말라리아 사망자수를 “0”으로 만들기 위해, 1960 년대 “POLIO” 

바이러스를 박멸하던 때 처럼, 몇몇 기구들이 협력하였는데; 

The Bill and Melinda Gates 재단과, Global 재단, 그리고 우리 

연합감리교회(UMC)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이 운동을 “말라리아 퇴치운동”으로 정하고, 

2016 년까지, 칠천오백만불 기금모금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연회에 할당된 몫은 일백만이십만불인데, 현재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55 불을 모금되었습니다. 곧 목표치에 

도달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습니다.  

개체교회별로 교인 각자가 10 불씩, 세계 말라리아 퇴치의 

날인 4/25 까지,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이 기회에 모두 

참여해 주시면, 아마도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치를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금년 6 월 연회에서 자축하기를 원합니다.  

아래 웹 주소로 연결, 헌금해 주세요! 

https://ny-reg.brtapp.com/ImagineNoMalariaCampaign 

세계말라리아 퇴치기금 10 불회원 목표는, 1)  사순절기간에 

특별헌금을 거두는 방안, 2)교회의 선교기금에서 3)부활절에 

말라리아 지정헌금으로 새생명과 희망제공 4) 기부금 수납 

등의 가능한 방법들로써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며, 또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어린이들의 귀한 생명이 경각에  있어요!  

약간의 도움이라도 그곳에서는 위한 생명을 구하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뉴욕연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이 죽음의 병마를 퇴치하도록 촉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함께, 이 목표를 이루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안에서,  

뉴욕연회 주재감독  

제인 알렌 미들튼    Bishop Jane Allen Middleton 

https://ny-reg.brtapp.com/ImagineNoMalariaCampaig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