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2017 년도의 선교학교는 7 월 15 일 토요일 하루만
만났다. 내가 사는 스탬포드에서.
작년도 <평신도 대회>와 같은 장소였는데,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헤맸었다. 지름길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GPS 를 무시하고 마지막 순간에
내 맘대로 우회전을 했다가 또 길을 잃었다. (로컬
길로 집에서 15 분 정도의 거리인데…) 할 수 없이
GPS 하라는 대로 했더니 하이웨이로 가란다.
그래서 I-95 로 올라가 그다음 출구에서 나오니
바로 호텔 입구!
지금은 그것이 몇 년도였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선교학교에 참석한 것은 우리가
퍼킾시의 메리스트 대학에서 모였을
때이다. 너무나도 확실히 기억하는 이유는, 내가 그 학교에 전화해서 연합감리교회 선교학교의 학장을 바꿔 달라고
당당히 말해서 전화 받는 그 학교 직원을 의아하게 했기 때문이다. 답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였다. 정말 X 인지

된장인지 구별 못 하던 시절이었나보다.
나는 집에서 먼 곳은 왠지 혼자 못가겠다. 운전을 특별히 못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다. 그래서 그 후 댄버리에 있는
웨스트 커네티컷 대학엔 문제없이 운전해 갔다. 그런데 뉴펄츠로 옮겼을 때는 자연스레 불참, 그 다음 Honor’s
Haven 으로 변경됐을 때는 불가능의 극치.
그런데 기쁘게도 스탬포드로 장소가 옮겨졌다.
이번 선교학교에서 우리가 다룬 것은 영성
공부였는데. “언약 공동체의 삶”이 그
주제였고, 강사는 뉴저지 연회에서 은퇴하신
최희덕 목사님이셨다. 처음 시작 때, 우리가 왜
그 자리에 왔는가를 종이에 쓰라고 하셨다. 나는
(영적인) <재충전>이라고 적었다. 그리고
솔직히 나는 선교학교 때 한인 여선교회
회원들을 만나고 싶어서도 간다. 아마도
평소에 별로 교류가 없어서인 모양이다.
교재의 저자를 보니 아는 목사님이다. 에비
맥도날드 목사. 에비와는 총회 대의원으로 같이
참석한 적도 있고, 우리 지방회에서 올해 은퇴를
했다. 그래서인지 괜히 반가웠다.
공부 시작 때 너무 뜸을 들여서 교재에 따른
공부가 조금 벅찼다. 그래도 점심 식사 후 촌극을 하느라 졸 새가 없었다. 아니, 졸 수가 없었다. 갑자기 즉흥적으로
“노아의 처” 노릇을 하느라 있는 재주 없는 재주를 다 짜내야 했으니까. 우리 테이블의 한 분이 “전체 회의 때의
촌극은 웃지 못했지만 (언어 때문에), 우리말 촌극은 진짜 시원하게 웃었습니다”라고 하셔서 뜨끔했다. (전체 회의
때 기계만 있었으면 통역을 해드리고 싶었음을 고백한다) 내가 전문직 통역사이고 그동안 선교학교 때 마다 통역을
해 드렸었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 어떻게 선교학교를 계획하는지 모른다.
그런데 하루는 너무 아쉽다. 우리도 영어팀과 같은
기간 만나서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인지? 통역은 내가
맡을 터이니.
올해의 참석 인원은 62 명으로 기록적인 숫자. 그런데
대부분 “코 꿰어” 오셨단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는 온라인으로 점검하고
선교학교를 기다린다. 장소만 멀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참석하려 한다. 공부는 주입식보다 직접 체험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보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노아와 맺은
언약은 확실히 기억할 것이다.
우리를 먼저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할렐루야!

(글: 박찬경 권사, 스탬포드 한인 연합감리교회, 뉴욕연합회)

2017 Mission U was held on Saturday, July 15, for one day in Stamford, my town. The venue was the same as
last year’s Laity Convocation, but I was lost again. Last year, because I was sure that I knew a short cut, I
ignored the GPS. This time, at the last minute I
decided to ignore the machine and made a
wrong turn. (It should take about 15 minutes
from my house to Hilton via surface roads.)
GPS directed me to take I-95 and I finally found
the place. I don’t remember exactly when, but I
remember the first time I attended the Mission U
(School of Mission at that time) at Marist
College in Poughkeepsie, NY. I called Marist
and asked for the UMC Dean of Mission
School. And the reply was, “We don’t have
such a person.”. That was when I realized I
didn’t know right from left, or so to speak.
I am not a long distance driver. So, when we
met at the WCSU in Danbury, I drove there
fine. When the school moved to New Paltz, it was too far for me. Then Honor’s Haven seemed too
complicated to find. When the school came to Stamford, I was indeed pleased.
What was covered this year was a Spiritual Study under the title, “Living as a Covenant Community” with Rev.
Hee Duck Choi as the group leader. Rev. Choi had retired from the Greater NJ Conference. At the beginning
of the class, she asked us to write why we were there. I wrote “(Spiritual) Re-Charge”. Also, truthfully, I
attend the school to also meet up with UMW members whom I don’t get to see much through the rest of the
year.
I was rather surprised that the textbook was written by someone I know, Rev. Evy McDonald. Rev. Evy and I
went to the General Conferences together as delegates a couple of times, and she retired from our district
this year.
We could not go over much of the textbook because we had a late start. I was almost sure that we would
get drowsy after lunch, but we didn’t. We couldn’t. We had to do skits. My group had to do something about
Noah, and I was Noah’s wife. With no script, I had to come up with all sorts of ideas right there. A man at our
table told me that he got a good laugh, but couldn’t do that during the plenary. (I confess that if there were
translating machines, I would have interpreted.) After all, I am a professional interpreter who used to interpret
at the Mission U.
I do not know how and by whom the Mission U Korean program is planned, but only that one day is not long
enough. Can’t we study at the same length as the English section? I would be willing to interpret if
necessary.
This year 62 people attended, which is a record number. I am not boasting, but I look forward to the Mission
U. I go online and check it out. As long as the school will not move away far, I plan to attend each year. It is
obvious that hands-on is a good teaching/learning method. I am sure I will remember the covenants our
God made with Abraham and Noah. My gratitude goes to our Lord who chose us first. Hallelujah!
(Written by Chan Kyong Pak Gillham, Stamford Korean UMC, NY)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지난 7 월 21 일, 22 일(금, 토) 1 박 2 일의 일정으로 New England United Methodist Women "2017 Mission
U"라는 슬로건으로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에서 선교학교가 있었다. 해마다 이맘때쯤에 열리는
연합감리교회의 모임으로 미국인들과 한국인 그리고 그 외의 다른 민족이 함께하는 자리이다. 몇 년 전 한 번
참석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해 참으로 귀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서로 다른
민족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
미국이지 않던가.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서로 다름으로 인해 더
넉넉하고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모임은 연합감리교회 연회와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손영희)
주최로 이뤄졌다. 이 모임을 위해
임원진들의 쉼 없는 기도와 사역으로
오늘까지 이어져 오는 것에
감사한다. 누군가의 섬김과 희생이
없이는 이뤄낼 수 없음을 이번
선교학교를 통해 또 깨닫게 되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다 보면 상대방뿐만이 아닌 내가 즐겁고 기쁘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하기에 누군가에게 이끌려서가 아닌 나 자신 스스로가 참여하여 만나고 나누고 느끼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우리 삶에서의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번 <선교 학교>에서는 에비 맥도날드의 <언약 공동체의 삶>이란 책자로 공부하였다. 한국인 교인들이 5 개
교회에서 21 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강사로는 보스턴의 <비전교회>의 담임 목사이신 홍종욱 목사가 담당했다.
또한, 미국인들과 한국인 그리고 그 외의 민족들이 모여 함께하는 둘째 날의 전체 예배에서도 로마서 8 장
35~39 절 말씀으로 "The Grace of God runs deeper than our failures"(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깊고 큽니다)라는 설교 제목으로 홍 목사님이 인도하였다. 참으로 감동과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무엇보다도 이번 모임을 통해 나 개인적으로 얻게 된 것은 공부 자체보다도 이렇듯 삶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참석하느냐 하는 부분이었다. 모두가 바쁘게 사는 요즘 1 박 2 일의 시간을 내기란 그리 쉽지 않음을 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날을 기다렸을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던
것이다. 내 것을 내어놓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것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더욱이 그렇지 않던가. 그 어떤 신앙의
높낮이를 깊이를 측정하지 않더라도 말이다.
전체 설교 말씀을 위해 영어 설교를 준비했을
홍종욱 목사님의 수고가 있어 많은
미국인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기쁨과 감동의
예배시간 되었던 것처럼, 영어 예배를
위해 기도를 많은 정 에스더 권사님의 그
간절함의 정성스러운 준비를 보고 놀라고
말았다. 또한, 헌금 특송으로 영혼의 울림으로
전해주신 최신자 집사님과 열정적인 피아노를
담당해 주신 말간 모습의 집사님 이 감동의

시간에 미국인들이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었다. 이 모두가 혼자가 아님을 더불어 사는
세상임을 깨닫게 해주신 시간이었다.
참석한 미국인들 중에는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다. 몇십 년을 이를 위해 쉼 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이끌어오신
분들이시다. 찬양을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성심성의껏 삶을 이어오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네가 있어 내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일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여주라는 것이다. 그것이 또한 나 자신이 인정받을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으며 칭찬받을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나타냄이 아닌 저절로 흘러넘칠 수 있는 자연스러움 말이다.
우리는 모두 참으로 귀한 존재들이다.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하고 값진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자신만의 개성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특별함을 발견할 여유를 찾지 못한 것뿐이다. 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찾아볼 겨를 없이 삶에 이끌려 사는 까닭이다. 마음의 조급함으로 곁의 다른 사람을 챙겨볼 마음조차
없다. 그러니 다른 모든 사람은 나의 경쟁자가 되고 그 경쟁으로부터의 승리만을 생각하니 어찌 마음의 여유가
있을까. 이제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선하신 분의 창조 목적을 생각하며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다.

(글: 신영 집사, 뉴잉글랜드 연합회)

There was a retreat at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under the slogan of
“New England United Methodist Women
2017 Mission U, On July 21st and 22nd
(Fri., Sat.).” It is a gathering of United
Methodists, where Americans, Koreans
and other people come together. I
remember I attended once a few years
ago. Despite my long absence, I had a
great time at the retreat. It is the United
States where different people gather and
live together. Through this retreat, I could
feel more abundance be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m.
The meeting was held by the United
Methodist Women and KUMw Network
(President: Sohn Young-hee). I am
grateful for the continuing prayer and
work of the executives for this meeting to this day. After attending this mission U, I realized that this cannot
be achieved without someone's service and sacrifice. When I serve for someone other than myself, I am
happy and glad, not only making others happy. The reason is I am not being led by someone but myself, We
are participating, meeting, sharing, feeling and also influencing each other. It is a true beauty in our lives.
At this mission U, we studied with Evy McDonald's book, Living as a Covenant Community. Twenty-one
people from five Korean churches attended, and Rev. Hong Jong-wook, pastor of Boston's Vision Church,
was the guest lecturer. In the second day of worship where Americans, Koreans, and other nationalities come
together, Pastor Hong delivered a sermon with a title of "The Grace of God runs deeper than our failures"
which is Romans 8: 35-39. Indeed, it was graceful time.

Above all, what I learned personally from this gathering that you must prioritize your life and decide where you
would like to attend, rather than study itself. I know that it is not easy to spare one night and two days these
days when everyone is busy. However, I was impressed by the fact that I planned for this treat and prayed
eagerly and waited for that day. How difficult it is to give out something of mine! If it is not for me nor for my
family, it is more difficult to give out mind, materials, time. You do not have to measure the depth of any faith.
Pastor Hong Jong Wook who had prepared sermon in English for the event, made the worship joyful and
touching with many Americans. I was surprised to see the careful preparations and the sincerity of Eester
Jung who prayed for the English worship. In addition, Sister Choi delivered the echo of the soul with a special
offering song with an enthusiastic piano player. The congregation was all impressed and rose and applauded
with standing ovations. It was time to realize that all of them were not alone and that we live together.
Among the non-Koreans who attended, there were a lot of older adults. Those are the ones who have led
decades of endless prayer and dedication to this end. They have led the praise, spread the word, and lived
lives with the talents which God has given to them. It is important that you do not forget that you exist
because they exist. It is to acknowledge and respect others and to praise the good of other people. That is
the reason that I can be recognized, respected and praised. It is to be natural that you can be respected, by
not showing off and not overstepping your boundaries.
We are all precious beings. A unique and very special gift is given to each person by God. There is a
personality within each of us that no one can imitate. This is why I am drawn to my life without having a
chance to find out what advantages I have. We are not all blessed with the time or ability to find out our
unique gifts and strengths. Now I must look back on myself and realize my existence by thinking about the
purpose God laid out for me.
(Written by Young Shin, New England KUMw Network)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2017 년 Mission u(선교학교)를 다녀와서
안녕하세요?
저는 연합감리교 여선교회 남가주—태평양 연회 2017 년
선교학교 미션 유에 참석한 로스펠리즈 교회의 정희온
권사입니다.
이번 선교학교는, 지난 7 월 6 일부터 8 일까지 따우즌
옥스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루터란 대학교에서 열렸습니다.
선교학교 기간에 남가주는 기상 관측 사상 130 년 만에
최고로 더운 기간이었는데 선교학교에 참가한 저희는

에어컨이 완벽한 강의실과 기숙사와 카페테리아에서 감사하게도 피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커서 어느덧 대학생이 된 아이를 뒷바라지해왔는데 저도 모처럼 가정을 떠나 마치 대학생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마음으로 캠퍼스를 누비게 되니 더운데도 저절로 흥이 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선교학교에는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우리 연회의 특성에 따라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스페인어, 통간/사모아어 수업이 각각
진행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도 세 번이나 있었는데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의 회원이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모두 함께 화음을 만들어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은 너무나 기쁘고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한국어반은 두 개의 과목을 공부했는데,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이신 신병옥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영성 과목
“언약 공동체의 삶”과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이신 김명래 전도사님이 강의하신 지리과목 “미국 안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의 선교연회들”이었습니다. 선교학교를 앞두고 오랜만에 책을 두 권이나 읽느라고 가지고 있던 신앙의
의지가 다 동이 날 지경이었지만, 선교학교에 참석하고 나니 역시 교재를 읽어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시간 강사 목사님들께서 주시는 수업과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고, 그분들의 신앙과 열의에 더욱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웨슬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왜, 어떻게 살 것인지 얘기한 것을 배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스도인다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리고 감리교인다운 새 삶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 배우고
결심한 것을 바로 나가서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잊지 않고 계속 되뇌면서 내 삶에 투영하게 노력하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학교의 주제인 “함께 배워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Learning Together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대로 사는 삶이 아닐까요? 수업 시간에 배운 선교연회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진국 미국에서 소외되고 희망 없이 내동댕이쳐진 애팔래치아 레드 버드 선교연회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번복된 조약 속에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미래조차 빼앗긴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연회와
알래스카 선교연회, 미
연합감리교회의 3 개의 선교 연회들을
위해, 우리 한인교회들도 이제는
나서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못 본 체 지나가지
않고, 않해도 되는 일까지도 굳이
나서서 하셨던 예수님처럼, 착한
이웃인 사마리아 사람처럼, 나도 작은
일부터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집에서는 방학이라 집에 와 있는
아이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되는대로
수시로 배운 것을 알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요청했고 함께 애쓸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아름다운 일은, 우리 남가주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임원들이
합심하고 일을 분담해서 이
선교학교을 위해 애쓴 것입니다.
특히 바쁜 개인사에도 불구하고 임원
하나하나를 어루만지고 발 벗고 나서서 애써주신 최경애 회장님과 보고 있기만 해도 감사와 걱정이 동시에 들 만큼
쉬지않고 끊임없이 일하시는 교육부장이신 강마가렛 사모님, 그리고 2 교육부장이신 변경희 권사님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시길 기도하게 되는 그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담임목사님께서 강사 중 한 분이셨던 점, 저의 교회에서 다섯 분이나 참석한 점, 그리고
제 조카 문정아 사모와 함께 가서 오히려 제가 많이 챙김을 받았다는 점이 가장 감사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건강이
좀 나빠져서 집에만 있으면서 살짝 지치고 뒤처진 듯한 느낌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절대 거절할 수 없는 아주 예쁜
말투로 프로그램 번역과 행복 박수 시간 담당자로, 조장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취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신
회장님과 강마가렛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 여선교회에서 참가자들에게 장학금도 주신 것에도,
시원하게 공부하라고 미니 선풍기를 챙겨주신 홍근영 권사님께도, 운전할 때 먹으라고 간식 챙겨주신
김경희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선교학교를 마치고 수료증과 함께 받은 장학금으로 도서 및 자료판매실에 갔었는데, 한국어로 된 책들이 없어서
구입하지 못한 게 제일 아쉬웠습니다. 해마다 여기서 일 년간 읽을 책들을 구입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대신

인터넷에서 올해 여선교회 연합회나 연합감리교회에서 추천하시는 책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 Fair Trade 에서 나온 초클릿을 여러 개 구입해서, 제가 선교학교에 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우리
가족들과 표지판을 만드는 데 애써주신 우리 교회의 전도사님들께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학교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절대 느낄 수 없었던 소중한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택에 감사할 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의에서 배우고 느꼈던 것들로 내 삶을 바꾸고 할 일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선교학교를 위해 애써주신 많은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함께
배워 함께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글: 정희온 권사, 남가주 여선교연합회 자료부장, 로스펠리즈교회 CA)

Good morning, I am a membe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 Los Feliz, and my name is Hee
On Jung. We attended the Mission School i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n the Cal- Pac Conference
in 2017. This mission school was held from the 6th to
8th of July at California Lutheran University in
Thousand Oaks, California. During this year’s Mission
U, Southern California was in its hottest period in the
last 130 years, according to the weather observation.
As participants in the mission U, we were able to
spend our time in the air conditioned, perfect
classrooms, dormitories and cafeteria.
Since I have a child to support, who has grown up in the US, I felt like I was selfishly enjoying it on my own,
because I had to leave my home and go to a campus, as if I had returned to college.
During this mission U, classes were conducted not only Korean but English, Spanish, and Samoan as well.
This depended on the diverse characteristic of our Missionary Conference, where people from various
languages came. We had worship three times a day together, and we were once again member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It was especially delightful and graceful that we were all able to choreograph such events
together and praise God.
Our Korean class studied two subjects, the spiritual subject of "The life of the Covenant Community," lectured
by Pastor Shin Byoung Ok, and “United Methodist Conference Missions " lectured by Kim Myung Rae,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It
was hard to read the two books, for
it took a long time before the
mission school, but after attending,
I thought it was good that I had
spent the time to read those
textbooks.
I was greatly impressed by the faith
and enthusiasm. I spent a valuable
time thinking about how blessed
God's covenant was and how I
should live. When Wesley spoke
about how a true Christian would
live, he decided to look to himself:
to be a Christian, a disciple of

Jesus, and a new Methodist Christian. Of course, I decided that I would try to reflect on my life while
continuing to learn, even if it was difficult to go out and learn from my decisions at that time.
Is this not the true purpose of a mission school? "Learning Together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The stories about missions that I learned in class carried a big echo.
There are the Oklahoma Indian Missionary
Conference and Alaska Missionary
Conference that have had everything taken
away and the Appalachian Redbird Missionary
Conference, which is marginalized and
hopelessly thrown away in this developed
world of the USA.
For the three mission meeting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we felt that our Korean
churches should also take off.
I felt like I should do a little work, just like the
good neighbor Samaritan or like Jesus who
did not pass the difficult people. At home, I
informed my children who came home from
their own vacation what I had learned from
time to time in the church. I asked them to
pray with me, together, and asked to work together.
Another beautiful thing that I enjoyed about this mission school is the officers of our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working together and working hard for this mission U. Despite their busy personal histories,
President Choi Kyung-ae who touched and helped each officer, and Mrs. Kang Margaret who constantly
worked so that I could see thanks and concern at the same time, impressed me. It was the appearance of
those who prayed for God's grace. I thank them very much.
Personally, I was most grateful that the pastor of our church was one of the lecturers, accompanying the five
church members from my church that attended the Mission U, alongside my nephew, Moon Jung Ah who
gave me a lot of help.
Recently, I had been suffering from poor health and from staying at home, always feeling tired and slothful. I
spoke in a very beautiful tone as a program translator, happy clap-time manager, and obedient facilitator.
Thanks to Mrs. Margaret Kang, the Dean of the Korean mission U, and Choi Kyung-ae, the president of the
UMW Network.
I would also like to give thanks for the scholarship from my church, to Hong Keun Young for giving me a mini
fan to help me study coolly, and to Kim Kyung Hee, who gave me a snack to eat while driving.
When I finished the mission U and went to the book and materials sales room with the scholarship that I
received with my certificate . I was sorry that I could not buy anything because there were no books in
Korean. Usually I have a habit of purchasing books every year to read, but instead I decided to go on the
internet to find out more about the books recommended by the NNKUMw an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is year. I have been able to present thanks to my family members who have been actively supporting me to
go to a mission U, and to the pastors of our church who helped to make signs, by purchasing several pieces
of chocolate from Fair-trade.
I am so grateful for this precious grace that I could never have felt had I not attended the Mission U. Thanks
to this experience, I have become aware of how much I must give appreciation. I am also grateful to those
who learned and felt in the lecture that I can change my life and realize my work. Thank you again to those
who have worked for the mission U. I love you! Let's learn together and transform the world together.
(Written by Hee On Jung,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UNC of Los Feliz, CA)

카작스탄 비닐하우스 사역소개

지난 5 월 1 일부터 중앙아시아 기독
여성훈련이 있었던 카자흐스탄
우소도베는 참 인상에 남는 곳이다.
카자흐스탄 알마티를 몇 년 전 다녀올
기회가 있어서 조금은 익숙할 거라는
생각과는 달리 도시를 벗어나 3 시간
넘게 달려가 만난 우소도베는 좀 많이
동떨어진, 그러나 마치 고향 집에
다녀온 느낌을 주었다. 가는 길에 잠시
들렸던 휴게소 화장실은 옛날 뒷간보다
못한 그런 곳이었고 척박한 땅에 멀리
미루나무 몇 그루가 서 있을 뿐인 끝도
없는 황무지를 지나면서 그 추웠을
겨울 강제 이주를 당한 고려인들의
슬픈 역사가 영화를 보듯 떠올랐다.
준비했던 웍샵과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평소보다 적은 4 명 팀원과 현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두 분 선교사님,
통역을 도와주시는 세분, 또 구석구석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현지 고려인 권사님들과 정이 많이 들었나 보다.
온종일 진행되는 훈련에도 피곤한 것보다는 마치 늘 거기에서 살아왔던 듯 익숙하게 맡은 일들을 감당해 가고
서로를 챙기고 싱싱한 야채를 매 끼니 먹으면서 마치 친정엄마들과 함께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이 가득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볼 줄 아는 얕은 시각이, 그곳에서 사역해 오신 선교사님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삶을 들을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수그러지고 깊은 영적인 충만함을 느끼게 했다. 그 기쁨과 영적인
충만함은 우리에게 전염되고 충만해져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재충전과 훈련하시기 위한 부르심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였다.
우소도베에 가기 전에 미리 그곳에 정착하신 고려인들의 슬픈 역사와 현재 진행형인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들에
대해 알고 갔지만, 이슬람 나라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조금 알게 되어 중앙아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젊은 목회자들과 사모님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안타까운지 자꾸 눈물이 났다.
아픈 사연들도 이젠 아름답게 말씀하시는 박희진 선교사님은 우소도베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이며, 일꾼들이 세워지고, 가난한 현지인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도우려는 분명한 사역 목표가 있으셨다.
우리가 있을 때 특용작물 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
제작을 위해 자재들이 들어왔는데 벌써 다 지으셨다는
연락이 왔다.
겨울 혹한에도 비닐하우스 안에 불을 떼서 채소와 꽃을
심어 팔면 소득을 많이 올리게 될 것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농사를 가르쳐서 자립할 수 있게 도울 수
있다며 함박웃음을 웃으시던 모습이 생생하다. 이미
모종과 판로도 준비가 돼 있으시다.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비용도 주시고, 도와줄 사람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는 간증과 함께 몸을 돌보지 않고 일을
진행하시는 성품은 거침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과 사랑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뵈면 가슴 벅찬 충만함을 얻는다.
그분들을 통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곳에 우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수고를 귀하게 사용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년을 기대하며….
(글: 권오연 사모, 전국연합회 부총무, 미드허드슨교회, 뉴욕연합회)

The Central Asia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was held from May 1st, in
Ushtobe, Kazakhstan, and was a very
impressive place. Since I had a chance to visit
Almaty, Kazakhstan a few years ago, I thought
it would be a familiar place to me. However
Ushtobe, was over a 3 hour-drive distance
from the urban area, and seemed very much
out of touch, but I felt like I was at home. The
restroom that we stopped at on the way was
worse than the old days, and when we passed
through the endless wilderness where only a
few Aspen trees were standing on the barren
ground, I thought of the sorrowful history of
the Goryeo people who were forced to migrate
in the cold winter 80 years ago.
While proceeding with the prepared workshops and programs, I felt attached to my team of four, which is less
than the usual team, two local missionaries, three interpreters, and local Goryeo sisters who fill in every
necessary part. Rather than getting tired from training all day long, I felt comfortable like I was with my mother
while we were completing our tasks, we took care of each other, and sharing fresh vegetables at every
meal.
Every time I heard about the missionary’s patience, love and obedient life to God, I felt ashamed of my
shallow view that can only see what is visible but at the same time, I felt deep spiritual fullness. The joy and
spiritual fullness seemed to be contagious and getting deeper, making us confess that it was God’s calling
for us to get recharged and trained.
I knew about the sad history of the
Goryeo people who settled there and
the harsh environment that are
currently going on before going to
Ushtobe. But tears kept falling from
my eyes when I realized how precious
and beautiful the young pastors and
wives who minister in Central Asia are,
after learning a bit about what it
means to be a Christian in Islamic
countries.
Retired missionary Park, Hee-Jin who
recalls the painful stories beautifully,
had a clear ministry goal to build
God’s vision through Ushtobe. She
said that Ushtobe is “the field where it
was time to harvest”, so she plans to
raise reapers for the harvest, and help

economic independence for the poor locals. When we were there, materials came in to build a greenhouse to
for cultivation of special crops. I heard that the greenhouse is already built now.
She said she will be able to grow vegetables and flowers inside the heated greenhouse even in the harsh cold
winter and earn a lot of income by selling them. The missionary Park’s big smile is still vivid in my mind as
she was explaining how she will be able to help local young people by teaching farming and become
independent. She already has seedlings and marketplaces. She testified that God has given her wisdom and
money and has already prepared people to help. She seemed to be free from constraint when she was
working restlessly.
Seeing the missionaries living in a perfect obedience and love for God, I felt my heart become full of
inspiration. Because I can meet God who is still working through them. What a blessing it was for us,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to be in the place where God works. I thank God for the
precious use of our small devotion and effort. I am already looking forward to next year.
(Written by Ohyeun Lee, Assistant Director of NNKUMw , Mid-Hudson KUMC, NY)

생활: 새우 샐러드
무더운 여름 입맛도 살리고 영양가도
빠지지 않는 간편 샐러드 소개합니다.
쑥갓 숙주 새우 과일 샐러드
1. 큰 새우 20 마리- 껍질과 내장을
제거하여 깨끗이 씻어 페이퍼타올로
물기를 닦아둔다
2. 소스 : 라임 주스 1/3 컵, 간장
3 큰술, 고춧가루 1/2-1 큰술, 홍고추
1 개-씨 빼고 잘게 썬다, 매운풋고추
(청양고추) 1 개 -씨 빼고 잘게 썬다,
쑥갓 1 큰술 (곱게 다진다) 다진 마늘,
다진 생강, 흑설탕, 올리브오일 각
1 큰술
위의 재료를 모두 잘 섞어 보관한다
3. 새우를 소스에 재워두기
손질한 새우를 소스에 재워 15-20 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둔다
4. 채소 준비
복숭아 (망고, 사과) 1 컵,-껍질과 씨를 제거하고 길쭉하게 썬다, 홍 피망 1 개 씨 빼고 채를 썬다, 청피망 1/2 개
채를 썬다, 쑥갓 1 컵(6 줄기), 숙주 1 컵, 파 2 줄기-잘게 총총 썬다, 박쵸이(청경채)2 줄기- 채를 썬다, 오이 1 개반달로 썬다
볶은 깨, 참기름, 각 1 큰술, 후추 약간
Tip: 쑥갓 대신 깻잎이나 워터크로스 잎으로 대신 해도 된다
5. 달군 팬에 재워둔 새우(3 번)를 건져내어 팬에 넣고 앞뒤로 2~3 분 익혀 건져낸다
6. 소스 끓이기
새우에서 나온 국물은 팬에 그대로 두고 남은 소스를 함께 넣고 부르르 가볍게 끓이고 불을 끈다
7. 끓인 소스에 새우 볶은 것과 준비한 모든 채소를 넣고 가볍게 무친다.
예쁜 큰 접시에 보기 좋게 담아낸다
(글: 이귀옥 권사, 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뉴잉글랜드 연합회 임원, 북부보스톤교회)

Shrimp Fruit Salad
Introducing a simple salad with nutritional value and a sultry taste of summer.
1.Prepare the shrimp: 20 large shrimp - remove the shells and tails, wash thoroughly, and clean with water.
2.Make the sauce:
Combine:
●1/3 cup of lime juice
●3 tablespoons of soy sauce
●½ -1 tablespoon of red pepper powder
●1 red pepper, chopped
●1 spicy chili pepper (Cheongyang chillies) chopped
●1 Tablespoon Watercress, chopped
●1 Tablespoon minced garlic,
●1 Tablespoon minced ginger,
●1 Tablespoon brown sugar,
●1 tablespoon of olive oil.
Mix well.
3.Place the prepared shrimp in the sauce and refrigerate for 15-20 minutes.
4.Prepare the fruit and vegetables:
●1 cup of peach (or mango or apple) - Remove the peel and seeds and cut into slices.
●1 red bell pepper, sliced
●1/2 green pepper, sliced
●1 cup watercress, chopped
●1 cup bean sprouts,
●2 green onions, chopped finely
●2 stalks of bok choy (Chung Kyung Chae)
●1 cucumber - Cut in half lengthwise and then slice horizontally into half moons
5.Take the shrimp out of the refrigerator, remove from sauce and place in a pan. Cook for 2-3 minutes.
6.Remove the shrimp from the pan. Add the sauce to the same pan and bring to a light boil.
7.Combine the sauteed shrimp and vegetables on a plate and lightly scoop the simmered sauce on top.

(Written by Kwi Yun, NN KUMw's Cultural Affairs Officer , North Boston KUMC)

독서프로그램

내가 만든 신”
--Timothy Keller/ 윤종석 옮김/ 두란노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따르며 산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일까? 돈, 자녀, 권력, 성공 이런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들어앉아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이런 것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뉴스위크에서 ‘21 세기의 C. S 루이스’라는
별명을 얻은 뉴욕의 리디머 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담임인 팀켈러

목사님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들어 앉아있는 인생을 살 때 어떤 악한 것에 중독이 되는지, 이
책에서 말해준다.
저자는 ‘평생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라는 신들을 철저히 해부하며, 전인격이 예수 복음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이런 신들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인생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경고한다.
가짜들과 단호하게 이별하고 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계속 대상만 바뀌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는 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 글: 송은순 사모, 전국연합회 영성부장, 독서프로그램 위원장, 델라웨어 한인교회)

Counterfeit God
By Timothy Keller
We all believe in God. We live by following God as our only Lord. But do we really? Is it really God who is our
everything? What are money, children, power, and success? What about the things that replace God in our
lives?
Rev. Tim Keller, a pastor of the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in New York, a bestselling New York Times
author and nicknamed “C.S. Lewis in the 21st Century” by Newsweek, tells us in this book how we can be
addicted to evil things when those other things are in place of God in our lives.
The author thoroughly dissects the gods of ‘life’s wishes, love, money, accomplishment, power, culture, and
religion’ and warns us that no one knows when and how these gods will lead us, unless the whole personality
is born from the gospel of Jesus. He says that unless we break firmly with those counterfeits and walk with
the true God, we will be forced to be slaves of the different gods.
(Written by Grace Song, NNKUMw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Director of Reading Program Committee,
Delaware KUMC)

한국여선교회 역사 시리즈-최나오미

시베리아를 품은 최초의 한국인 여선교사 최나오미
남편은 궁금했다. 모진 구박 속에서도 교회를 찾는 아내를 의심하기도 했다. 도대체
남녀가 한방에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쟁이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아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어졌다.
먼발치에서 아내를 지켜만 보던 남편이 전도부인의 안내로 예배당에 발을 디딘 그
날 밤, 하디 선교사의 설교에 감동되어 남편은 아내를 구박하던 자신을 회개하게
되었다. 이후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된 남편과 온 가족은 1900 년 1 월
마침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름도 없던 그녀가, 최나오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최나오미는 1873 년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했다. 개성사람 김성률과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어 남편과 시댁 식구들로 부터 갖은 냉대를 받았고 남편의 술주정과 폭력, 시어머니의 구박을 감수해야만
했다. 기독교에 대한 호기심과 선교사들의 친절함에 이끌려 종종 예배당을 찾던 그녀는 차츰 선교사 가족들과
친분을 쌓게 되었는데 아이가 없던 그녀는 유독 선교사의 자녀들을 이뻐했다고 한다. 1899 년 11 월 여선교사
캐롤( A. Carroll)이 개성으로 들어와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최나오미는 그 예배에 꾸준히 참석하기

시작했다. 온 집안 식구들의 반대와
핍박이 있었지만 그럴수록 나오미는
더욱 열심히 교회를 찾았다.
“ 최씨 부인이 교인이 되었는데
남편이 얼마나 학대하던지 남편과
헤어질 것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리가 시키는 대로 남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례 이후
최나오미라는 이름을 갖게 된 그녀를
기억하는 선교사의 회고로도 알 수
있듯이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집안
살림에 힘쓰고 시부모님에게도
정성을 다한 그녀의 노력으로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
그냥 이뤄진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최나오미 부부는 1901 년 4 월,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긴 하디와 캐롤선교사의 초청으로 거주지를 옮기게 된다. 남편 김성률은 선교사 가정일을
보살피며 그녀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으며, 나오미는 캐롤선교사의 전도부인이 되었다. 선교 초기 원산의 유일한
전도부인이었던 나오미는 과거 남편과 가족의 박해를 받으면서도 굳건하게 지킨 믿음의 여정이 큰 자산이 되어 같은
처지에 있는 많은 여성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1903 년 선교사 캐롤이 루씨여학교를 시작하자, 최나오미는 기숙사 학생관리를 맡게 된다. 믿음의 동역자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주변의 가여운 아이들을 거둬 정성으로 키우며 새롭게 가정을 이루었다. 세브란스의 학교에 보낸
양자는 의사가 되었고, 룻이란 이름을 지어주고 열심히 키운 양녀 김노득은 후에 최용신과 함께 농촌계몽 운동을
펼쳤다.
전도부인 최나오미는 1907 년 11 월 개성에 여자성경학교가 설립되자 개성으로 돌아와 체계적으로 신학수업을 받은
후 교사로 활동했으며, 이어 서울 부인성서학원으로 자리를 옮겨 전도부인 양성에 힘쓴다. 이후 개성으로 돌아와
남성병원 전도부인으로 사역하기도했다. 그녀는 남감리교회의 선교 거점이 있는 개성, 원산, 서울 등지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며 지속적이고 폭넓은 사역을 펼쳤다.
1920 년 12 월 6 일 서울 종로교회에서 서울 ,개성,원산, 춘천 등 남감리교 선교지역의 여성대표들이 모여 조직한
‘조선 남감리회 여선교대회’의 회장에 선출된 최 나오미는 회원들의 회비를 모아 국내외 선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당시 해외 선교는 남성 교인들 중심으로 일본,중국,러시아,하와이 등으로 파송되었는데 1921 년
여선교 회원들이 특별기도 주일을 정하고 헌금하여 선교비 180 원을 모아, 1922 년 5 월 제 3 차 조선 남감리회
여선교대회에서 시베리아 선교를 결의하기에 이른다. 이때 최나오미가 자원하여 그녀는 최초의 한국여성
해외선교사로 시베리아로 떠나기에 이른다.
흉년으로 기근에 시달리던 조선인이 두만강을 건너 연해주에 정착하게 되면서 조선인 연해주 이주는 시작되었다.
1925 년에 연해주에 정착한 한인들의 수는 25 만명에 달할 정도로 이주는 급속도로 늘었다. 감리교회는
1908 년부터 만주와 시베리아에 있는 동포들을 위한 선교사업을 시작했는데, 여선교사 파송은 최나오미가
처음이었다. 그녀가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것은 1923 년 10 월이었다. 니콜스크에 여자성경학원
예비학교를 설립, 전도부인 양성에 힘썼는데 1 년간 그녀가 설립한 여선교회는 8 곳, 사경회 인도, 강연회 15 회,
기도회 30 회를 인도하는 활발한 활동을 하기에 이른다.
1917 년 러시아 공산혁명 이후 시베리아에서의 종교활동이 금지되며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고
기독교인들은 추방의 위협을 받게 되었다. 최나오미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녀는 얼어붙은 땅에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고난을 받는 동포에 대한 사랑은 불타올랐다.
“ 각 지방을 순행하는 때에 혹 여러가지 곤란함이 있었으나 이것이 나의 믿음을 시련하는 줄 아옵고 받았사오며,
낙심하였던 형제 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였나이다” 최나오미는 동토의 땅
시베리아를 사랑과 헌신으로 품은 최초의 여선교사이다.
(글: 이미숙 집사, 전국연합회 역사부장, 베다니 KUMC, GA, / 자료: 한국여선교회 전국연합회 2017 년 공과책)

Naomi Choi, was the first Korean female missionary who
embraced Siberia
Her husband was curious but deeply skeptical about his wife
who was in search of church even in the midst of his
disapproval. What could men and women do in one room?
He was also curious about people who believed in Jesus.
Above all, he wanted to know about Jesus who gave such
strong faith to his wife. On the night when the husband, who
had watched his wife at a distance, set foot in the chapel
with guidance of Bible Women, he was touched by the
preaching of the missionary Hardy. Consequently, the
husband began to repent his hasty judgment towards his wife. By the grace of God, he and his whole family,
who became involved with church to a greater extent, were finally baptized in January 1900. Fortunately,
through baptism, the wife earned a name, Naomi Choi.
Naomi Choi was born in 1873, in Kaesong, Gyeonggi-Do. She married a man from her own hometown. Since
she could not bear children, she was treated very coldly and heartlessly by her husband’s family. She also
had to endure her husband’s drinking problems and violent temper. Fortunately, her curiosity about
Christianity and the kindness of missionaries led her to visit the church. When she gradually became
acquainted with not only the missionaries but their families, Naomi, with no children of her own, poured out all
her love on their children. In November 1899, when A. Carroll, a female missionary, settled in Naomi’s
hometown and provided worship services in her residence, Naomi began to attend them steadily. The more
her husband and his family opposed her visiting the residence and church, the more she was determined to
attend.
“Once Mrs. Choi became our church member, she thought about leaving her husband because of his abusive
behavior. Instead, she started to pray for him as we advised her to do so.” As noted in the memoirs of the
missionary who remembered Naomi well, her constant prayers for her husband and her devotion to the inlaws ultimately led the whole family to baptism.
In April, 1904, with the invitation of missionaries Hardy and Carroll who moved their mission field to Wonsan,
Mr. and Mrs. Choi also moved their residence. After settling in Wonsan, Naomi’s husband, Sung-ryul Kim,
took care of the housework of the missionary family and became Naomi’s strong supporter. On the other
hand, Naomi became the Bible Woman of missionary Carroll. Naomi, who was the only Bible Woman in the
early days of missionary work, became a great comfort to many women who were in the similar situation.
When the missionary Carroll started a school named after Lucy Armfield Cuninggim (Lucy’s women school) in
1903, Naomi Choi took charge of management of dormitory students. After her husband passed away, Naomi
embraced the destitute children around her and started a new family of her own. The adopted boy who was
later sent to Severance became a doctor and the adopted girl who was originally named Ruth, was later
named as No-deuk Kim and joined Yong Shin Choi in starting a rural enlightenment movement.
The Bible Woman, Naomi Choi, returned to Kaesong as soon as the Women’s Bible School was established in
November, 1907, and formally studied theology . She then went to Seoul so that she could attend Women’s
Bible Academy. Not long after, Naomi returned to Kaesong in order to assist as the Bible Woman in the men’s
hospital. However, her devotion towards the task that she was entrusted with did not end at Kaesong. Naomi
continued her wide range of ministry with her leadership in Kaesong, Wonsan, and Seoul where she had a
mission base in the Methodist Church.

On December 6, 1920, Naomi Choi was elected as the chairperson of the ‘Women’s Mission Conference of
Chosun Methodist Association’ that was organized by female representatives of the South Methodist Mission
Areas in Seoul, Kaesong, Wonsan, and Chuncheon. As the chairperson, Naomi Choi collected the pledges of
members and systematically promoted domestic and overseas mission projects. Although, at the time, mainly
male members were sent on overseas missions to Japan, China, Russia, Hawaii, etc. In 1921, women mission
members of the 3rd Korean Methodist Church provided a prayer week and donated 180 won for the Siberian
Conference. At that time, Choi Naomi volunteered to go to Siberia as the first Korean female overseas
missionary.
The people of Chosun began to cross the Tumen River and settle in the Maritime Province due to famine.
Since then, the number of Koreans who settled there in 1925 reached to almost 250,000, and the number of
migrants increased rapidly. Since 1908, the Methodist Church had begun missionary work for its compatriots
in Manchuria and Siberia, and Naomi Choi became the first woman missionary to be sent. It was October
1923 when she arrived at Vladivostok in the Maritime Province. She founded the Women's Bible Academy in
Nicolsk and worked hard to train the evangelism ministry. She had been active in leading 8 missions, urging
for Bible studies, 15 lectures, and 30 prayer days in just one year.
After the Russian Communist Revolution of 1917, religious activities in Siberia were banned, repression of
Christianity began, and Christians were threatened with deportation. Naomi Choi was no exception. But the
more her compatriots suffered economically, politically, and religiously in the frozen land, the more her love
for her compatriots grew.
"When I walked through the provinces, I had many difficulties. However, I was praising the Lord because I
saw it as the testimony of my faith and praised the power of God when I saw repentance among the
discouraged brothers." Naomi Choi was the first female missionary to embrace Land of Siberia with love and
dedication
(Written by Meesook Lee, chairperson of NNKUMw history, Bethany KUMC, GA / Resource is from 2017's
Program book of Korea W.S.C.S)

총회공고
오는 9 월 28 일 (목) – 10 월 1 일(주일) Nashville, TN 에서 2017 한인여선교회 전국지도자훈련이 있습니다.
훈련이 끝나는 10 월 1 일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회가 있음을 회칙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여선교회전국연합회제 8 차총회
일시 : 2017 년 10 월 1 일(주일) 오전 6 시 45 분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김리자

The 2017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will be held from September
28 through October 1, in Nashville, TN.
The general meeting will be on October 1, 2017, as indicated in the NNKUMw bylaws .

8th General Meeting of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Time: October 1, 2017, 6:45AM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Lija Kim, President,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2017 년 전국지도자훈련 안내

2017 년 전국지도자훈련
주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주제: 평화와 여성공동체
날짜: 2017 년 9 월 28 일(목) – 10 월 1 일(주일), 3 박 4 일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등록금: 1 인 $350 (숙박비, 식비, 세미나비 포함)
참가인원: 150 명 (1 세 한인여선교회 회원 130 명과 Young Women 20 명, 선착순)
장학금: (1) 여행경비 장학금 - 비행기 요금 최대 $150 까지, 자동차 마일리즈 50% 를 훈련후 지급
(2) 30 세-40 세 이하의 젊은여성 장학금 - 등록비 중 $200 을 훈련후 지급
(3) Young Women 장학금 (18 세-30 세 이하 UMC 소속의 미혼여성) - 등록비 $350 Free
. Young Women Program: 9 월 29 일(금) – 10 월 1 일(주일)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청합니다.

( 글:김명래 총무, 전국연합회 총무)

2017’s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heme: Peace and Women’s Community
Time: Sept. 28 (Thurs.) – Oct. 1(Sun.), 2017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Eligibility: Members of Korean UMW (First 130 registrants) and Young Women (First 20
registrants, Participants for the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Seoul or US)
Registration Fee: $350 (includes room, board, and program fees)
Scholarships
(1) Travel: 50 % of airfare (or driving expense), maximum $150, will be reimbursed after the event.
You
may donate your travel scholarship for the leadership training of young women as future leaders.
(2) Scholarships for young adult
women: From 30 yrs old to 40 yrs old
woman who demonstrate leadership
qualities. We will reimburse $200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event.
(3) Young woman: From over the age
of 18 yrs old to under the 30 yrs old
sigle woman get free registration fee.
(4) We invite mothers and daughters
to the Young women’s Program: Sept.
29th – Oct.
1st.
(Written by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2017 NNKUMw’s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Young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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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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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1884 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 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선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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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 914-473-7401 )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2017 년도 후원자 명단: 안용자, 김명래, 김리자, 이경신, 송은순, 이익화, 김순덕, 김영매, 서영애, 남가주 연합회,
북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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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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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Yongja Kim, Myungrae Kim Lee, Lija Kim, Kay S. Rhee, Eunsoon
Song, Ek Hwa Lee
Dorothy Kim, Young Me Kim, Young Ae Seo, Cal-Pacific KUMw Network, Cal-Nev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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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