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총회 

 
2016 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하여… 
 

2016 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4 월 

4 일부터 7 일까지”약속의 땅을 향해 

다리를 놓는 사람들(Bridge Building to the 

Promised Land,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와 Westin 

시카고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미 전국에서 

약 350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들이 

이번 한인총회에 참가하였다.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여러 그룹과 세대들이 함께 지난 역사를 배경으로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를 함께 만들기 위한 모임이었다. 

이번 한인총회에서의 의미 깊은 성사는 ‘한인총회 40 년사’의 발간을 보게 된 것이었다. “이 책에는 

지난 40 년 동안 선배 목사님들, 그리고 선배 평신도 지도자들의 땀과 수고가 기록되어 있으며,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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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교회와 한인총회가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지난 2 년 동안 총회장으로 수고하신 이성현 목사님이 

말했다. 한인총회 40 년사에는 한인여선교회 역사도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번 한인총회는 예년보다 더 많은 타인종 목회자와 영어권 차세대 목회자(Nexus)들이 참석하여 서로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시간을 갖고 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함께 생각해 볼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한인총회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은 그룹과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일 (Bridge Building)에 중점을 

두었다. 

김명래 총무와 나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사역의 역사와 현 상황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총회에서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의 김광태 목사님이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제 22 대 새 

총회장으로 추대되었다. “말재주가 없는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동역자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처럼, 부족한 저에게 아론과 같은 좋은 동역자들을 보내 주시고 주님의 기적들로 채워 

주시리라 믿고 총회장의 큰 책임을 맡아보겠노라”고 김광태 목사는 새 총회장이 된 소감을 전했다. 

40 여 년의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임원진과 미래의 한인총회 지도자들이 

연합감리교회 교단과 세대 간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다리를 놓는 한인총회가 되기를 기도해 본다. 

(글: 김리자 권사,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아콜라한인연합감리교회) 

  

 
  

 After Attending the 2016 Assembly of the KUMC 

 

The assembly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took place from April 4-7, at the First Korean UMC of 

Chicago and the Westin Hotel. The theme of this year’s 

meeting was Bridge Building to the Promised Land, 

Together. About 350 clergy and lay leaders came to 

attend this gathering. 

The most visible and meaningful accomplishment at this 

gathering was the publication of The 40 Years’ History 

of the KUMC. Reverend Sung Hyun Lee, president of 

KUMC said, “This book contains 40 years of KUMC history that records the sweat and toil of our forefathers. 

We want to thank God for His divine guidance. Looking into the future, I hope we will bring God’s dream for 

us to reality.” In addition, the history of the NNKUMw is also included as part of the history of the KUMC. 

More visible at this assembly was the presence of Korean clergy members ministering to different ethnic 

groups and second generation of Korean Americans. The meeting was a good chance for them to share 

fellowship and establish networking for the future. Most of the programs at this meeting were focused on 

spanning the cultural and generational gaps between our members. 



Myungrae Kim Lee,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NKUMw, and I presented the history and our 

current mission projects. 

Rev. Kwangtae Kim of the First Korean UMC of 

Chicago was elected as the 22nd president of the 

KUMC. In his acceptance speech, he said he 

accepted, knowing that God will send him many able 

co-workers, just as God sent Aaron to help Moses. 

I pray that based on the 40 solid years of history 

made by the KUMC,that it continues to serve as the 

Lord’s guiding light, to make meaningful 

connections between our past and the future, and to maintain cooperative relationships among the many 

groups and generations of our faith community. 

  

(Written: Lija Kim, President of NNKUMw, Arcola KUMC)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전도부인- 김치부인”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지난 4 월 10 일, 주일 오후에 델라웨어 볼티모어 

연합회, 제 7 회 선교 걷기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서 아주 많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델라웨어교회와 베다니교회, 그리고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까지, 100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해주었습니다.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 하는 행사여서 적잖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야 할 텐데, 많은 사람이 참석해야 할 텐데, 선교기금을 많이 모아야 할 텐데 ..."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솔직히 이런 인간적인 걱정이 앞섰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가지 지혜를 주셨습니다. 전도부인 사역을 위한 선교 

걷기이니까 ‘너는 김치부인이 되라."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추 3 박스를 사서 

정성껏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김치를 들고 아는 사람을 찾아가서 선교비 얘기를 

꺼내려니까 제 마음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그냥 김치 선물은 수없이 많이 해보았지만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찾아간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찾아간 

사람마다 기쁜 마음으로 선교비를 선뜻 내주셨습니다. 비록 작고 미미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들어 쓰실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이번 선교 걷기를 준비했고 걸었습니다. 한국에 떨어졌던 

복음의 씨앗이 전도부인을 만들었고 오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든 이 미미한 김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이 어떻게 역사 하실지 저는 분명히 압니다. 이것은 단순한 김치가 



아니라 어느 땅, 어느 사람들에게로 흘러가서 사랑이 되고 희망이 되고 꿈이 되고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걸었던 Centennial Park 은 한국으로 

파송되었던 미국 여선교사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고 한국 최초로 여자 의사가 되었던 박 

에스더가 유학을 와서 다녔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박 에스더를 길러 내기 위해 온갖 

허드렛일도 마다치 않았던 남편, 박 유산의 묘가 

가까이 있는 뜻 깊은 땅이기도 합니다. 

김치를 만들어서 배달하고, 선교비 얘기를 꺼 내야 

할 때는 용기가 나지 않았고 자존심이 조금 구겨진 듯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의 이런 염려와 

기도를 뛰어넘어서 역사 하시는 분임을 이번 선교 걷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올해 

선교 걷기는 끝났지만, 저는 전도부인사역을 위해서 계속 김치부인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2, 제 3 의 박 에스더를 길러낼 수만 있다면, 이까짓 자존심이 상하고 체면이 조금 구겨지는 

것쯤이야..."  이것이 전도부인들을 통해 복음을 받은 제가 다시 그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걸으면서 

드렸던 저의 감사이고, 기도이고, 결심입니다.   

(글: 백영희 권사, 델라웨어-불티모어 연합회 회장, 에덴 한인연합감리교회) 

  

 
 

"Bible Woman - Kimchi Woman" 

 

I would like to give praise and glory to our living God who is with us and 

accomplishes far more than we ask or imagine. 

We held our 7th Annual Walk-A-Thon on April 10. Over 100 participants from 

the Delaware KUMC, Bethany KUMC, and our Eden KUMC came together. I 

felt burdened preparing for the walk-a-thon since this was the first time I was 

organizing the event as the president of the mission group. 

But as I was praying, God gave me wisdom. I thought to myself that since this 

walk-a-thon was for the Bible Woman ministry, I should become a 'Kimchi 

Woman.' So I bought 3 boxes of cabbage and made kimchi. It was not easy 

asking for mission donations with a jar of kimchi in hand, but everyone 

graciously donated. 

I prepared for the mission walk believing that God can use even something so 

small and insignificant. I walked with this faith in my heart. 

The seed of the gospel that was planted in Korea formed who we are and shaped the history of Korea. I 

believe that the insignificant kimchi that I made is not "simply kimchi" in God's hand. 

I believe that it will become the seeds for someone's love, hopes, dreams, and an extension of God's grace in a 

place far from here. Therefore, I am committed to being a 'Kimchi Woman' for the Bible women mission. 

(Written: Grace Y.H. Baek, President of Delaware-Baltimore KUMW Network, Eden KUMC)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소개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소개 
 

북조지아 전국연합회는 1998 년에 시작되었다. 초대 

회장으로 이신애 장로님이 추대되었으며 8 대를 

거치는 지난 8 년 동안 세계 여러 곳의 여성교육을 

실천하는 UMW 의 정신을 이어받아 많은 일을 하고 

있다. 

회장 명단은 1 대: 이신애 장로님, 2 대: 이성은 

장로님, 3 대: 송미정, 4 대: 이모경, 5 대: 이춘희, 6 대: 

심은, 7 대: 이미숙, 8 대(현재): 김 메리앤 이다. 

 

북조지아 UMW 와 함께 하는 선교학교를 통해 해마다 7 월 새로운 세계 이슈 및 과제를 공부하고 

연구하며 그 동안 잘 모르고 지냈던 여성 과 이민자, 그리고 장애인과 글로벌 이슈 등에 대해 배우고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진다.  

각종 바자 및 선교의 발걸음을 통하여 기금을 모금하고 조성함으로 아시아 및 세계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젊은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지난 8 년을 돌아볼 때 처음보다 더 발전하고 성숙해가는 북조지아 연합회가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특별히 자랑스러운 것은 전국에 50 명인 UMW 이사 중의 한 명인 이성은 장로님이 북조지아에 

계시다는 것이다. 한국인으로서 유일하게 이사가 되셨고 그 덕분에 UMW 에 한인여선교회 연합회가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음은 북조지아에서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었다. 

 

북조지아 전국 연합회의 올해 목표는 선교기금 

모금이며 그 모금은 단지 돈이 아니라 함께 하는 

여선교회 회원들 간의 친목과 그들 자신이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세계로 향하는 열정과 마음이다 

  

●2016 년 북조지아 연합회 임원들 

회장: 김메리안 사모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 

서기: 김유정 집사(아틀란타 베다니 한인감리교회) 

회계: 남궁여진 자매(던우디 연합감리교회) 

선교부장: 민영숙 권사(아틀란타 한인교회) 

영성부장: 김선자 권사(아틀란타 베다니 한인감리교회) 

교육부장: 문은주 권사 (아틀란타 한인교회) 



친교부장: 이현숙 권사 (아틀란타 한인교회) 

공천위원장: 이흠 권사 (아틀란타 한인교회) 

공천위원: 고희진 집사(시온 한인연합감리교회), 조미영 권사(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 

이춘희 사모(아틀란타 베다니 한인감리교회), 이미숙 집사(아틀란타 베다니 한인감리교회) 

심은 권사 (아틀란타 한인교회) 

(글: 김메리안 사모, 북조지아 연합회 회장, 임마누엘 한인연합감리교회) 

  

 
  

 North Georgi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The North Georgi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was established in 1998 with Sin Lee 

serving as the first president. For the past 18 years, 

we have accomplished much in the areas of 

leadership training and missions for women. Our 

past presidents have served well and dutifully. 

After Sin Lee, they include Grace Pyen, Mi Song, 

Mo Lee, Choon Lee, Eun Shin, Min Lee, and now 

Marian Kim. 

The NGKUMW holds an annual mission school 

with the NGUMW. Through this event, we learn 

of new issues and discuss solutions for women 

around the world. The issues are frequently focused on women, immigration, disability, and global warming. 

Through various fundraisers, such as bazaars, we dedicate out time and money for young women in the 

world. We hope to provide and serve on missions to help open their eyes and hearts. 

Looking at the past 18 years, the NGCKUMWN has grown and matured quickly, in order to better help and 

accommodate others. This is further exemplified by the fact that of the 50 seats for UMW National Office 

board members for the entire country, two of those seats are held by members from Georgia. One of those 

members is Grace Pyen. She is the only Korean board member and is proof of the increasing value of the 

Korean community within the NGCUMWN. 

Our goal for 2016 is fundraising, but it is not only for monetary funds. We hope to raise new members. 

Lastly, we hope for the strengthening of our heart for mission, and the ability to better educate as leaders of 

the UMW. 

Our officers of 2016 are: 

President: Marian Kim (Immanuel KUMC) 

Secretary: Yoo Jung Kim (Atlanta-Bethany UMC) 

Treasurer: Jean Namgoong (Dunwoody UMC) 

Missions: Young Min (Korean Church of Atlanta) 

Spiritual: Sun Kim (Atlanta-Bethany UMC) 

Education: Eun Moon (Korean Church of Atlanta) 

Fellowship: Hyun Sook Lee (Korean Church of Atlanta) 

Nomination: Hume Lee (Korean Church of Atlanta) 

 

(Written: Marian Kim, President of North Georgi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Immanuel KUMC)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소개 

 

올해로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가 

22 살의 건장한 청년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신앙의 선배님들의 

발자취에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피부로 느끼며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북가주 연합회는 산호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프레즈노, 가나안, 산타클라라, NCM, 베델, 그린, 

예수 사랑, 새 열매, 상항, 버클리, 오클랜드, 

콘트라코스타, 사크라멘토 좋은, 그리고 먼 북동쪽에 있는 유바 사랑의 교회를 합하여 14 개의 개체 

교회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1 대 회장이셨던 강봉자 권사님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10 명의 회장이 선출되었고, 매년 계획하는 연합 

행사들을 통하여 친교와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주로 1 월에는 북가주에서 시무하시는 한인 목회자와 목사님들의 가정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과 

가정을 초청해서 교제와 감사의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개체 교회에서 음식을 한가지씩 준비한 풍성한 점심과 함께 북가주연합회에서는 교제의 시간에 

사용할 푸짐한 선물들을 매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에게 정성 어린 감사를 표하고 북가주 

연합 여선교회를 홍보하고 중보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 월에는 우리들의 영적 성장과 헌신을 재 다짐하는 새해맞이와 수련회로 연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강사님들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 안에서 연합회의 부흥을 

꿈꾸며 주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을 향하여 함께 발돋움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특히 올해는 조금은 

생소한 교도소 문서 선교를 하시는 이영희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오랜만에 전국 연합회 총무이신 김명래 전도사님이 오셔서 조선 선교의 역사 속에 

보화인 연합 감리교 여선교회의 지난 시간, 현재 그리고 내일의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120 여 명의 연합회 여선교 회원들에게 감동과 도전,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함께 연합 감리교 여선교 회원으로서의 자부심과 의무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4 월에는 연합회의 가계부를 책임지는 북가주 연합 바자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의 변동에도 

바자행사는 매년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한 물품을 나누고, 개체 교회에서 준비한 음식을 판매하는 먹거리 행사는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 연합회 여선교 회원들의 열기로 가득한 바자에서 모여진 선교 헌금은 전국 

연합회로 보내져 하나님 나라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6 월에는 우리의 탤런트를 어김없이 발휘하는 

연합 선교 찬양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2 부 순서로 

찬양제가 있습니다. 한동안 열심히 연습한 율동, 

연주,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며 감사를 모두에게 

알리는 아름다운 행사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가 됨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창 여름의 더위가 무르익음에도 8 월에는 

Mission U(선교학교)로 모이고 있습니다. 인근 

각처에서 100 여 명의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이 지구촌의 지역에 대하여 지리와 문화를 자세히 배우고, 영성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 사회의 이슈 등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9 월에는 전국 연합회 행사인 내쉬빌 지도자 훈련, UMCOR, UN 세미나, Washington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작년 내쉬빌 지도자 훈련에는 22 명의 회원이 참여하여 은혜가 풍성한 가운데 

감동과 비전을 나누는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선교에 동참하는 선교 걷기 행사가 매년 

10 월에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꼬불꼬불 호숫가를 

걸으며, 속삭이는 우리들의 모습은 마치 어린 시절의 주일학교 학생인 듯합니다. 

육신의 건강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발걸음을 선교지로 향하는 이 행사에서 모인 

헌금으로 전국 연합회 사역의 하나인 전도부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수확의 계절을 지나 성탄을 기다리는 12 월에는 한해를 마감하며 감사를 드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는 송년 모임으로 북가주 연합 행사가 이어집니다. 끝이 아니라 다음을 연결해주는 이 행사는 

감사의 예배와 함께 새로운 내일을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북가주연합회에는 전국 연합회 창설 당시 김혜선 목사님의 비전에 감동하시고 선교헌금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인 여선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도움을 주시는 

김옥남 권사님, 윤행자 권사님, 조종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국 연합회 2 대 회장이셨던 이경신 장로님은 북가주에서 여선교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기초를 세워주셨고,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할 Young Woman Programs 을 위하여 

서슴없이 Seed Money 를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회원의 기도와 헌신이 오늘의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를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를 사용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연합회 회장, 산타클라라한인연합감리교회)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This year the Cal-Nevada Conference of the Korean UMW Network (CNCKUMWN), has become 22 years 

old. Looking back at the past 22 years, I give praise and appreciate God's unchanging grace and am thankful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all the people who dedicated themselves in God's work. 

The CNCKUMWN consists of 14 churches including Fresno, Canaan, Santa Clara, NCM, 

Bethel, Green, Jesus Love, New Fruits, San Francisco, Berkeley, Oakland, Contra Costa, Sacramento Cho-un 

KUMC in south San Jose, and Love KUMC of Yuba City in the northeast. 

Including the 1st president Mrs. Bongja Kang, we've elected 10 presidents since, and every year we share 

fellowship and actively participate in missionary work through various events. 

In January, we usually invite pastors, retired pastors, and their families in Northern California to share our 

gratitude with them. With abundant food, that each church prepares, we give out gifts during the annual 

fellowship. This is a great time to show our appreciation to the pastors, promote CNKUMWN, and ask for 

more support. 

In February, we hold a New-Year Retreat, where we can 

renew and strengthen our spiritual growth and dedication. 

By inviting a great guest speaker, we all take the 

opportunity to get one step closer to the vision that God 

allows us to have through His word. This year Pastor 

Young Hee Lee taught us about prison ministry, which 

we were unfamiliar with. It was a good chance for us to 

expand our horizons. Mrs. Myungrae Kim Lee,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Network KUMw, also 

inspired us by educating us on the history of the UMW's 

missionary work during the Joseon period in Korea. It 

gave all of our 120 members a reflective chance to instill 

confidence within ourselves and reaffirm our duties as 

members of the KUMW and as God's children. 

In April, we hold a bazaar, which is how we raise the majority of our funds. Despite the changes and 

increased cost of living, the bazaar event has been expanding its scale each year. We confess that this is truly 

God's grace. I can attest to the joy we feel in selling trinkets and food, the fruit of our labors, so that all of the 

proceedings we generate are sent to NNKUMw and is used to build God's Kingdom. 

In June, we hold a Praise and Worship Event, where we can fully share our unique talents, followed by a 

service showing our appreciation to God. While singing and dancing, we proudly proclaim that we are all one 

in front of God. 

Despite stifling weather in August, we gather together for Mission u. About 100 members attend this event. 

The purpose of this meeting is to learn more about world geography and culture, specifically the social and 

justice issues that God's children face all across the Earth. 

In September, we usually attend national events including the Nashville Leadership Training, UMCOR, the 

UN Seminar, and the Washington DC Seminar. Twenty two members participated in the Nashville 

Leadership Training last year and shared our vision. 



The Mission Walk is held every October under a 

blue fall sky. We thank God who created this world 

while walking to raise money, and further thanking 

God for giving us healthy bodies. It is a time of 

fellowship and friends, where we get to experience 

the beauty of God's creation while happily sharing 

each other's company and stories. Proceedings 

made through the Mission Walk are used for the 

Bible Woman, which is one of the NNKUMw's 

missionary projects. 

Following the Thanksgiving season, our final 

gathering of the year in December. It is a time for 

us to thank God as we end the year and plan the 

upcoming one. This event, starting with a service of 

gratitude, does not just conclude the year, but also helps affirm and connect us with all the possibilities of the 

New Year. 

After the National Network KUMw was founded, it inspired Rev. Hea Sun Kim vision to form the Cal-

Nevada Conference KUMw and respond to God's calling through mission offerings. Since then it has 

continued to grow with great support from many people including Mrs. Ok Nam Kim, Mrs. Hangja Yoon, 

Mrs. Jong Ae Cho, as well as the 2nd President of NNKUMw, Elder Kyung Shin Lee, who built the 

foundations, and gladly provided seed money for Young Woman Programs; programs which will inherit and 

continue our history and traditions. 

Most of all, we thank God's who has protected us and has guided us to this point. 

We will continue to march and move forward, trusting God's promise that He is with us to the very end of the 

chapter of our lives. We praise God, who uses the CNCKUMWN until the very end of the our divine 

destinies!!! 

(Written: Mandy Tuggle, President of CNCKUMWN, KUMC of Santa Clara Valley) 

 UN Seminar 안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올해 

9 월 28 일-10 월 1 일에 뉴욕에서 ‘UN 세미나’를 

갖고자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사회정의와 사회운동에 

헌신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여선교회는 감리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선교를 

위해 모인 여성들로서 지난 100 년 이상 사회문제에 참여해 왔고 교회가 정의사역에  참여하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여선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공평하고 억압적인 법률과 제도, 사회구조, 

관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노숙자 문제, 굶주림, 빈곤, 인종차별, 문맹, 경제정의, 

성차별, 전쟁과 평화, 아동 건강관리, 국가간의 분쟁, 등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사회정의를 교육해 왔습니다.  그래서 UN 앞에 여선교회 건물인 CCUN(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을 세우고, UN 에 대한 비정부기관(NGO)의 대표로서 국내와 국제 사회정의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한인여선교회에서도 UN 세미나를 1995 년과  2006 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 년만에 ‘UN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UN 세미나 주제는 ‘평화와 

여성’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세계 평화, 평화 통일에 대한 문제를 성서적으로 다루며, 구체적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사회정의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UN 

Tour 를 통해서 UN 의 활동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인여선교회들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UN 세미나는 뉴욕에서 실시되므로 인원이 70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모든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마감일을 꼭 지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등록 마감일이 짧은 이유는 단체로 준비해야 할 사무들과 빨리 등록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므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명래 총무, 전국연합회 총무) 

  
UN 세미나 등록신청서 다운받기 
  
< UN 세미나 > 
일시:  2016 년 9 월 28 일(수)  오후 3 시 – 10 월 1 일(토) 오후 1 시 
장소: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 CCUN (맨하튼) 

주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 김리자, 총무 – 김명래) 

주제:  평화와 여성 
참가자:  한인여선교회 회원  70 명 

등록비: $350 (숙박, 식비, UN Tour, UN Seminar fee, 교통비, 프로그램비 포함) 

 

숙박은 Best Weston Hotel 이며 1 방을 4 명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호텔에 자동차 Parking 은 숙박자들에게 무료이며, 아침식사가 제공됩니다. 

(만약 호텔방 사용을 3 명, 2 명, 독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표시해 주시고, 추가 비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미나 장소로 통근 하실 분도 

신청서에 표시해 주시고 통근자 등록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일:  2016 년 5 월 23 일 (월) 
   

신청서와 등록비는 전국연합회 회계(박나미 권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NNKUMW’라고 Check 를 써서 

보내주십시요. 

http://www.nnkumw.org/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424298&sid=3db4b2da7f864dbe6868a188e51324b5&module_srl=808021


                         
  Namy Park:  7709 Phiox Street, Downey, CA 90241  

(namy_park@yahoo.com  / 562-810-8007) 

등록마감후에 등록하신분들께 더 자세한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UN Tour 보안상 여러분들의 I.D 에 적혀있는 법적인 영어이름을 신청서에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  914-473-7401) 

 

 
  

 UN Seminar 

• Date: 9/28 3:00 PM –10/1 1:00 PM, 2016 

• Place: Flushing KUMC Vision Center, NY & 

CCUN  

• Instruct: NNKUMw ( Lija Kim, President &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 Theme: Women and Peace 

• Paticipants: NNKUMw 70 people 

• Registration fee: $350  

• Lodging: Best Weston Hotel (1 Room for 4 

people) 

Free Parking, Continental Breakfast 

• Deadline: 5/23, 2016 

• Contact person: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914-473-7401 / mrkim81@gmail.com  

 

• Registrar: Namy Park (NNKUMW treasury),Check Payable to ‘NNKUMW’ 

 

Namy Park: 7709 Phiox Street, Downey, CA 90241  

(namy_park@yahoo.com / 562-810-8007) 
Registration form download 

 상식코너 - 신선한 커피를 마시는 법 

  

mailto:namy_park@yahoo.com
mailto:mrkim81@gmail.com
mailto:mrkim81@gmail.com
mailto:namy_park@yahoo.com
http://www.nnkumw.org/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424298&sid=3db4b2da7f864dbe6868a188e51324b5&module_srl=808021


(상식코너)  
 

커피 향 오롯하고 신선한 커피를 마시고 싶으신가요?  

 

아침에 커피로 시작하시는 당신,  

커피머신 속에는 그 동안 사용했던 물속의 미네랄 침전물이 

끼어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커피 Pot 을 깨끗이 씻어도 커피 본래의 향을 

없애고 오래된 커피를 먹었을 때 맛보는 맛없는 커피를 

만들게 된답니다. 그리고 커피 내리는 속도도 느려지고요. 

식초로 세척하면 좋다는 정보를 그 동안 읽었지만 실제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았습니다. 진짜로 뭐가 다른가..., 네, 정말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결과는 확실하게 

좋았습니다. 커피가 진짜로 신선했고요, 내려지는 시간도 전보다 빨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 보세요. 

준비물은 식초, 물, 종이 필터  

1.  커피팟 에 물과 식초 같은 양을 준비해서 이것을 커피머신 통에 넣습니다. 

   (저는 12 컵 팟이라 식초 6 컵, 물 6 컵을 사용했어요)  

2.  커피 내릴 때처럼 종이 필터를 집어넣습니다. 커피는 당연히 안 넣습니다. ㅎㅎ 

3.  전원을 켜고 물이 반쯤 내려졌을 때 전원을 끄고 그대로 30 분 놔둡니다. 

4. 다시 전원을 켜고 나머지 물을 내립니다. 커피팟에 내려진 물은 따라버리고(이 물로 유리그릇 

닦으니 그릇이 반짝반짝해요) 

5.  커피팟에 깨끗한 물을 받아 커피머신 통에 채우고 이때 종이 필터도 교체해줍니다. 

6.  전원을 켜고 물이 다 내려지게 하면 끝 ! 

   이제 커피 내려보세요, 맛이 확실히 달라진 것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글: 이귀옥 권사, 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Don't you want to drink fresh coffee? 
 

Although it's easy to forget, coffee makers need to be cleaned from time to time, in order to ensure that your 

coffee always tastes fresh. 

To clean a coffee maker, fill the water chamber with equal parts white vinegar and water. Use a paper filter 

and allow the coffee maker to brew until half the chamber is empty. Once the chamber is half empty, turn the 

coffee maker off and let it sit for 30 minutes. After sitting for 30 minutes, finish brewing and then rinse the 

machine by using a new paper filter and brewing a pot of clear water. Your coffee maker is now clean and 

ready to brew some fresh coffee! 

(Written: Kwi Yun, NNKUMw Mission Team, North Boston KUMC)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1884 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 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 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메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 년, 시작된 한인여선교회는 지난 23 년간 여선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 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선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16 년, 2 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선교회 회원과 2 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번 6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 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1884 년도의 우리처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 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선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 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 헌금 방법) 

매달 $45 또는 1 년에 $500 을 2 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http://nnkumw.org/newsletter/0312/aplicacion.docx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  914-473-7401 )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후원자 명단: 
 

2016 년 후원: 김리자, 임성혜, 김명래,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아콜라교회, 전봉숙, 김정화 , 

김효순 , 송은순 , 박나미, 김효순, 

장신전, 남가주 연합회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national training event.  We need your help. If many members of the 

NNKUMw donate $1,000 over two years, the training event will be possible. 

mailto:mrkim81@gmail.com


 
It is easier if we try together! 
  

We can become another Mrs. Baldwin in spreading the good news of Christ to women, children and youth 

who are still living in the dark. We ask you to write a new chapter of mission history by enabling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o be the tool to develop future leaders for Christ. 

 

(Ways to donate $1,000 mission fund) 

  

2016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Lija Kim, Sunghea Rhim, Myungrae Kim Lee, Kum Ran KUMC UMW, 

Arcola KUMC, 

Boong Sook Jun, Jungh Hwa Kim, Grace Song, Nami Park. Hyo Soon Kim, Sin Jun Chang,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Monthly donation of $45 or yearly donation of $500 for 2 years 

NNKUMw is 501c a non-profit organization registered with government.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Send checks “Payable to NNKUMW,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ew York 

11364 

For more information: e-mail to  mrkim81@gmail.com  or call 914- 473- 7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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