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리자 회장 송별인사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또 평범하고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기에 능력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 주신 감사와 축복의 2 년이었습니다.
전국연합회는 2016 년과 2017 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에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매년 초에 있었던 임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공동체로서 ‘같은 마음, 같은 비전, 같은 열정’으로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다짐하는 모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전국연합회가 여러 세미나, 웍샵, 크고 작은 공동체로서의 모임, 전도부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족 공동체(kin-dom)의 한 영역을 맡을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장래가 될 영우먼들을 유엔 여권
신장위원회, DC 세미나로 불러 주시고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이해하고 장래 사회 참여의 지도자로서의 훈련을

받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몽골, 중앙아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기독 여성 훈련이 가능하도록 전국연합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히, 카자흐스탄 우소도배에 비닐하우스 농장 설비에 동참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소망의 장래를 약속하는 사역에 우리들의 몫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많은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사역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부족한 저와 함께 선을 이룬 여러 임원, 회원님들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전국연합회와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글: 김리자 권사, 한인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It has been blessed two years when I realized God uses ordinary
people when they respond to His calling. I have also realized that God is fair in that He sends able helpers to help
those who obey His calling. I am also convinced that our true blessings come from faith and obedience in Him.
During 2016 and 2017, God blessed the NNKUMw with ministries for women, children, and you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irst, the officers’ annual meetings were held with much of His blessings. All officers gathered in
Atlanta, recharged our passion for mission, reassured our dedication and love for our Lord in the beginning of each
year.
God also blessed the NNKUMw to be a part of His “kin-dom” by giving us opportunities to hold seminars, workshops,
and Bible Women training programs. First, He sent us young women, so we could arrange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UN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and Washington DC Seminar. They had opportunities to learn about
many socioeconomic issues that the contemporary world is facing and envision themselves as God’s tool to be a part
in solving these problems. God also led us to Mongolia, Kazakhstan, and Vladivostok for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Especially, He opened our hearts for disadvantaged youth in Kazakhstan and let us be a part of
helping hands in building a vinyl farmhouse there.
I am sure God will continue to guide us in His plan in helping marginalized women, children, youth of the world in the
future. All we must do is to obey Him and follow His guidance. I am thankful to the NNKUMw officers and members for
their partnership in carrying out “the good of those who love God and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May
God’s blessings be with the NNKUMw!
(Written by Lija Kim, President of NNKUMw 2016-2017)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송년예배

돌아보며 내일을 향하여 !!!
올 한해의 마감을 알리는 12 월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얼마전 북가주에 내린 비는 겨울을 알리는 듯 조금은 쌀쌀한 아침이

지나간 시간을 감사하며 내일을 위하여 모이는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 연합회
송년 예배가 12 월 2 일 열린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반가운 얼굴들, 기쁨의 인사와 안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교제는 주안에서 하나 됨이 무엇을
뜻하는지 새삼 더 깊이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마음으로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열린 한인연합감리교회 박현호 전도사님께서 시편 80 편 115 로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부정할 수 없다 하시면서 본인의 체험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솔직히 북가주 여선교회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불평도 하고 하소연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막막한 코너에서 주님께 머리 숙여 간구한 시간들도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지나간 시간을 뒤돌아보면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선하신 그분의 손길이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전도사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 연합회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는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부족한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고 함께 섬기는 기쁨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를 계획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북가주 연회 한인 여선교회는 내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갑니다.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Looking Back and Towards Tomorrow!!!
December is here to announce the end of the year. A chilly rainy morning in Northern California seems
to prompt our steps letting us know that winter is near. Thanking the past times and gathering for a better tomorrow,
the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s worship service was held on December 2, 2017 at Berkeley
KUMC.
Seeing all the familiar faces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while, along with greetings of joy and love, made us realize
more deeply what unity in the Lord means while in fellowship with one another. We warmly worshiped God with one
heart. Pastor Hyun Ho Park from the Berkeley KUMC gave us a precious word from Psalms 80:1-15. There are many
difficulties in our lives when we live but we cannot deny the promise God has given us.
To be honest, working as part of the Northern California Women's Mission means working with hardships and
difficulties. There are times when we pray to God and complain and complain. Sometimes in the corner you will
remember the hours of praying and bowing to the Lord. But looking back over time, in every moment, the Lord's
guidance and His good hand was there. I cannot help but confess that I was unaware at the time.
We were reminded that we may not able to see that God is with us all times, but after Pastor Park’s message we
shouted, “Amen! Amen!” And gave thanks to our God. This year, God blessed the Cal-Nevada Conference Korean of
the UMW Network by pouring out His grace and using as a tool of the ministry of God. We give thanks to the Lord who
made us realize our joy in serving. Lastly, we planned our upcoming New Year and pledged our loyalty and dedication
to our Lord and Savior. The Northern California Women's Mission goes boldly toward tomorrow, with our Lord.
(Written by Man Kum Choi, President of the Cal-Nevada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and Senior Deaconess)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제 9 회 선교를 위한 걷기” 에 참석하고
어제까지만 해도 날이 흐려 약간은 우울하였는데 오늘 아침 “선교걷기” 라는 행사에 어울리게 유난히 쾌청한 초겨울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먼 길을 떠났다.
우리 교회는 밴츄라 지역으로 LA 북쪽 멀리 있어서 사실 남가주 연합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선교걷기가 9 회를 맞이하는 동안 별 관심도 두지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남가주
연합회의 정말 끈질긴 참여권유에 지쳐(ㅎㅎㅎ) 처음으로 용기를 내어 참석하기로 하였다.
처음에는 여러 명의 여선교회원들과 함께하려 하였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다 불참하게 되어서 목사님, 사모님과 3 명만이
우리 교회 사정대로 정성껏 모아진 선교비를 들고 참여를 하게 되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동참하여주시며 긴 시간을 마다치 않고 운전해주신 우리 남재헌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한 우리는 입구에서부터 우리를 반기는 큰 사인이 눈에 뜨였다. “남가주 여선교
연합회” 큰 사인 덕분에 쉽게 찾은 장소로 가니 순서지를 들고 지난 9 월 내쉬빌 훈련에서 만나 정을 쌓았던 밸리교회
고혜숙 권사님이 나를 반겨주었다. 보고 싶다고, 언제든 만나면 뜨거운 포옹을 하자고 했던 바로 그 멋쟁이 권사님을 대하니
긴장이 풀리면서 한 분 두 분 만남에 반가움이 더해갔다.
사실 지금 선교걷기까지 동참하게 된 것은 지난 3 월 남가주 연합회 임원들이 먼 지역에 있는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방문하여 남가주 여선교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에 대한 정보를 주어 그동안 관심도 두지 않았고 잘 알지 못하던 연합회 활동의
의미를 알게 하여주어 지난 9 월에도 끈질긴 남가주 연합회의 권유로 처음으로 ‘내쉬빌 전국지도자 훈련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동기가 오늘 이곳까지 달려오게 되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닌가?

이번 선교걷기는 19 개 교회에서 약 230 여 명이 모였다고 한다. 많은 교회를 동원하며 특히 각 교회의 목사님, 사모님까지
적극적으로 참석하게 하며 이 자리를 준비하느라 수고들을 하신 회장님 이하 여러 임원진들에게 감탄이 절로 나온다.
프로그램 순서에 따라 일사 천리로 깔끔하게 솔선 수범하는 모습들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아니면 감히 엄두를 못 낼 일들이라
생각된다.
먼저 줄다리기 등 재미있는 게임으로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준 후 얼굴 가득 미소가 떠나지 않는 최경애 회장님의
환영을 받으며 개회 예배가 시작되고 우리가 선교하는 지역들인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함께 낭독하며 선교지에 대해 이해를 하고 기도하게 해주는 것이 참 색다르고 이색적이었다.
걷기 전 예전 학창 시절을 생각나게 하는 몸을 풀기 위한 국민 체조가 무척 즐거웠고 전체 단체 사진과 각 교회별 촬영을 한
후 교회 별로 짝을 지어 우리는 호수 주위를 걷기를 시작했다.
우리가 걷는 동안 임원들은 우리의 허기를 달랠 식사를 준비했다는데 삼삼오오 짝지어 오는 순서대로 일사 불란하게
비빔밥을 먹을 수 있게 준비해주었다. 지금까지 먹었던 비빔밥은 비교가 안될 만큼 기가 막히게 맛있어서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점심이었다.
교회별로 모금한 헌금이 큰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만들어졌다는 회장님의 보고가 모두를 기쁘게 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되새겨본다. 이 헌금이 몽골, 중국, 중앙아시아, 러시아의 여성, 아동, 청소년을 위한
전도부인사역기금으로 사용된다니 참으로 훌륭한 행사로 처음에는 참석하기 위해 많이 망설였지만 함께 동참하게 되었음에
감사와 뿌듯함이 있었다.
돌아오는 길은 내내 흐뭇한 마음에 차 안에서 목사님, 사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며 내가 연합감리교
여선교회원임에 행복한 마음이들었다.
다시한번 회장님과 모든 연합회 임원들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글: 조태숙 권사, 옥스나드연합감리교회, 남가주 연합회)

After Participating in the 9th Annual Women’s Mission Walk

Yesterday’s overcast skies were a bit depressing. Although it was going to be a long drive, this morning’s early
winter-crisp sky made my heart flutter while anticipating the “Mission Walk.” Since our church is in Ventura County,
away from Los Angeles, we were not actively involved in KUMW events. For the last eight years, we never participated,
nor were we interested in this event. We participated this year because we were convinced by the KUMW’s persistent
recommendations. Many of our members planned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Walk but only three of us, the Pastor,
his wife and I ended up as part of the walk. We came to the event with collected donations from our church. I
sincerely appreciate our senior Pastor Jae-Hun Nam, for driving us to the event.
As we arrived a little earlier than expected, we were greeted a standing sign saying, “The Southern California KUMW.”
With the signage we were able to find the park easily. Then, we were delighted to see Ko Hye-Sook kwon-sanim whom we were acquainted with at the Nashville National Seminar last September. She greeted us with the
program in her hands. She had longed to see us again, so we exchanged passionate hugs and greetings. We were no
longer nervous after meeting other sisters and brothers who were introduced to us by this stylish kwon-sa-nim.
In fact, we started participating in this event ever since the President and her committee members of the Southern
California KUMW visited our church in March with much interest and attention. During their visit, they shared
information about the organization’s purpose, mission, and their activities. For the first time, our church members
attended the Nashville Seminar after the persistent and strong recommendation by the committee. I believe this is
possible only because of God’s unmeasurable grace.
I learned that this Mission Walk gathered 19 churches with approximately 230 members. I was in much admiration
that so many pastors and their spouses participated and supported their church and the event. I was also struck by
the president and the committee members who are so passionate and proactively involved in leading the event. This

wouldn't be possible if they were not partners in faith!
The event started with games such as tug-of-war and catching the opponent’s tags which broke the ice and brought
gales of laughter from throughout the park. This was followed by the smiling, happy President, Kyung-Aeh Choi’s
welcome greeting message to begin the opening service. We prayed together for the Mission countries such as
Mongolia, China, Russia and other places in Central Asia. We concluded with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purpose
of missionary work and to pray for the success.
Before the walk, we performed a calisthenics regimen known as the, National Stretching Exercise, which made us to
reminiscence our past lives growing up in Korea. This was followed by photo sessions of each church. While everyone
was walking, the Committee members prepared delicious bibimbap for lunch. It was the best bibimbap ever eaten and
brought happiness to all of us.
We were very excited when the president reported that we raised enough funds to proceed with the scheduled
missionary work in those countries. It also reminded me of the Bible verse,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I learned that those funds will help women, children and young adults in Mongolia,
China, Russia and other projects throughout Central Asia. I was a little hesitant before the event, but I am glad that I
am now a part of this awesome mission work. I am so grateful that I was able to participate.
On the way back home, we had a great conversation with the senior pastor and his wife. I was so happy and content
to be part of the UMW. Once again, I thank and compliment the President, Kyung-Aeh Choi and all the work that the
committee does. I praise the Lord for making all those, who make this possible.
(Written by Cho Tae Sook kwon-sa, The Oxnard UMC.)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수련회 및 임원회

2017 년 12 월 2 일,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포트
워싱턴 미 감리교회(Port Washington UMC)에서 뉴욕 연합회 임원 수련회 및 임원회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권오연 영성부장이 준비한 예배를 시작으로 김명래 공천위원장의 Alice Shaper 선교사의 이야기, 맛있는 점심 그리고
김순덕 회장의 주관으로 임원회, 한혜윤 부회장의 인도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중에 우리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모세,
기드온, 에스더 그리고 도르가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며 뉴욕 연합회 여선교회 임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상황 중에 부르셨으며, 어떻게 반응했으며,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주님의 도우심은
어떤 것이었고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나누며 다시 한번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의 자세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응답하고 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도우셨으며, 우리 임원들을 연결자로 쓰시고 계시고 각자의 다른 달란트에 따라 우리를
도구로 쓰시는 주님, 더욱 성장해가는 우리를 보며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하고 기대와 소망을 갖게됩니다. 또한 사명(목숨을
내 놓는 것)을 다할 때 이기게 해 주시고 담대하게 해 주실것을 믿고 감사드렸습니다. 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 서로 은혜받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명래 전도사님의 Alice Shaper 선교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전국 연합회 뉴스레터를 통해 나누실 것이므로 꼭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이번 모임에 2018 년 새 임원으로 헌신하시게 된 세분이 참석해서 각자의 소개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이렇게 좋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계획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2003 년 11 월 뉴욕연합회 서기를 맡아달라는 김명래 전도사님의 권유로
뉴욕연합회 임원이 되었습니다. 여선교회의 목적문과 여선교회의 역사를 처음으로 알게 된 저는 너무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지난 14 년을 힘차게 달리며 뉴욕 연합회와 전국 연합회를 섬겨왔습니다. 2004 년 UMCOR 전국훈련에서
벽에 걸린 “In your life’s journey, how many lives can you affect?” 포스터를 보고 “그래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 라고 결심하였고 새로운 삶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었습니다. 그런데 2017 년 3 월 섬기던 뉴욕연합회 회계도 임기
중에 내려놓고 연합회를 떠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6 월 23 일 은퇴 후에 이제 내 인생의 다음 장을 어떻게 주님께서
인도하실까? 라며 기도중에 11 월 25 일 김명래 전도사님으로부터 다시 도전받고 전국연합회 임원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참석은 저에게 참 어색하기도 했지만, 임원 여러분께 사과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예배 중에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며 나의 응답에 저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부르심에 어떤 자세로 응답을 하였나? 나의 자유 의지였나? 순종이였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었나? 아무것도 모르고 부족한 나를 또다시 부르시고 계시는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드릴까? 나를
온전히 드리며 기도하고 나아갈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함께 사역하기로 응원해 주신 김순덕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글: 임성혜 권사, 뉴욕한인교회 )

On Saturday, December 2, 2017, from 10:00 am to 6:00 pm, we
gathered at the Port Washington UMC, where we held retreats and meetings for NYC KUMW Network officers.
The meeting started with the worship service prepared by Ohyeun Lee,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and then we
heard about the story of Missionary of Alice Sharp by Myung-rae Kim,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followed by a
delicious lunch. After that, we held an executive meeting under President Dorothy Soon-duk Kim and shared our
stories with the leadership of vice President Hye-yoon Han. During worship, each of us had time to remember God’s
"calling" again. By seeing how God called Moses, Gideon, Esther, and Dorcas through the Bible, we asked ourselves
what was the call of the Lord in what circumstances, how did we react, and why did He call us to be officers of the
New York KUMW Network. What does He expect from us? We shared what was the help of the Lord and how He
now works. We once again had time to check our attitude to the mission that He called and entrusted us with. God
makes us clearly know and realize the call of God.
After we have tasted God's love, we answered God's call, and then He poured His grace and helped us to get closer
to Him through His Word. The Lord uses us as connectors and uses us as tools according to our own different
talents. How will God use us in the future as He sees more and more of us growing? We thanked God, believing that
when we fulfill our mission (life-giving) with expectation and hope, God will make us win and be bold. It was an
invaluable time for us to be blessed with each other's beautiful testimonies.
And we heard the story of Missionary Alice Sharp by Myung-rae Kim. Thank you very much for the preaching such a
touching message. We encourage readers to read this story as it will be distributed through the NNKUMw newsletter.
The meeting was attended by three people who will serve as new officers in 2018. We shared our stories to introduce
each other and understand each other. I am always thankful to God's secret plan of sending such good

workers.
Finally, I want to share my story. In November 2003, Myung-rae Kim suggested me to take the NY KUMW Network
secretary position and I became a NY KUMW officer. After I first came to know the purpose of UMW and the history
of KUMW, I served the NYC KUMW Network and the NNKUMw for the last 14 years with joy, gratitude, and
enthusiasm. In the 2004 UMCOR national training session, I saw a poster of "In your life's journey, how many lives can
you affect?" on the wall and decided to help with someone's life and thanked the Lord for giving me a new life.
However, I decided to resign from the NYC KUMW Network treasurer position in March 2017 before the term ended

and leave the team. As I was praying, I anticipated how the Lord will lead the next chapter of my life now after retiring
June 23. On the 25th of November, I was challenged again by Myung-rae Kim, and decided to obey the call as an
officer of NYC KUMW Network. So, attending this retreat was awkward to me, but it was also an important opportunity
to apologize to officers. It was an important time to share my story about the call during the worship service
mentioned above and to look back at myself in my response. How did I respond to my call? Was it my free will? Was it
obedience? How have I been discerning God's will? God once again called me, lacking in knowing anything. What can
I do to God? I once again stand before God’s call, believing that He will lead me through His goodness and His mercy
as I fully commit myself to God and pray. I am grateful to President Sun-duk Kim and all the officers who welcomed
me warmly and agreed to work together.
(Written by Sung-hea Rhim, NY Korean Methodist Church & Institute.)

한반도 평화세미나

UMC ‘한국 평화위원회’ 에서 주최하고 GBCS (General Board of Church & Society) 가 협조한 한반도 평화 포럼이 지난
11 월 13-15 일까지 워싱턴 디시에 있는 연합감리교 빌당에서 총 68 명의 미국과 한국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평소에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여선교회를 통해 소식을 듣고 참석하기로 마음먹고 등록을 하였다. 11 월 12 일
주일 저녁 7 시 뉴욕 펜 스테이션에서 기차를 타고 워싱턴 디시를 향하여 떠났는데 예상외로 만원인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되었다.
첫날 아침에 GBCS 가 사용하고 있는 감리교 건물에 도착했는데 말로만 듣던 감리교 건물에 직접와서 보니 미 국회 의사당이
바로 길 건너편에 , 미 대법원 빌딩이 바로 옆에 자리잡고 있었고 또 백악관 건물도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것을 보면서 이런
중요한 삼각지에 94 년 전에 긴 안목을 갖고 빌딩을 마련한 감리교
선배들에게 감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침 9 시에 예배로 시작된 포럼은 정말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들의 패널이 되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고 그 중에 많은 많은 한인 1,5 세 2 세들이 각 전문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매우 인상깊었고
자랑스러웠다.
현재 조지워싱턴 대학에서 조교수로 있는 김지수박사는 ‘한반도 평화와 역사’라는 제목으로 한반도의 긴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발표해 주셨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던 우라나라의 역사를 다시 배우는 기회가 되었다.
이번 포럼의 중심 과제는 국회에 새로 상정될 두가지 안건 (Bill), 즉 상원과 하원 안건의 국회통과 목표를 위해서의 준비
과정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안건을 잠시 설명한다면 첫째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결의가 없이는 전쟁을 시작할수가 없다는 안건과 둘째로 한반도에서 의회의 동의 없이 전쟁이 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보증해 줄 수가 없다는 안건이다.
Peace Walk Cross DMZ 운동을 전개한 Christine Ahn (Women Cross DMZ 창단자) 은 판문점을 넘는 비디오를
소개하였는데 2015 년에 세계 대표 여성들이 평양에서 북한의 여성 지도자들과 모여 간담회 및 통일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개성을 거처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평화 행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Jim Winkler (세계 합동기독교 단체 회장)는 ‘세계 공동 기독교 집단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기독교인들은 한반도의 현
상황을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하셨다.

다음은 Levi Bautista(GBCS 유엔 선교 부국장) 목사님, Catherine Gordon (세계문제

– PCUSA),
Rev. Michael Neuroth (UCC 목사) 3 분의 강사로 부터 ‘평화와 믿음의 지지 선창’의 주제로 현재 기독교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관하여 이해할 수 있는 자세한 정보들을 제공받았고 마지막 강사로 Kevin Gray (Woodrow Wilson Univ of Sussex, United Kingdom 교환교수) 께서는 제제 (제한, Sanction)에 대하여 여러가지 예를 들어가며 설명해 주셨다.
둘째날 성경공부를 담당하신 Rev. David Wildman (UMC 중동 관계 사무총장, 유엔연결 사무소 인권보호및 사회정의 담당)
목사님은 “나는 성경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성경공부를 시작하셨다. 그동안 들어오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셨는데 특히 아프가니스탄과 중동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을 느낄수 있었다.
다음은 Dr. Jae H Ku (Johns Hopkins 대학, 한국 대학, Brown 대학, 연세 대학등) 교수의 ‘평화 및 핵보안’ 이라는 주제로
핵관계와 그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 및 정치적인 상황에 대하여 탁월한 정보를 제공하셨고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Mr. Daniel Jasper 께서는 ‘평화와 국외 정책’ 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평화와 믿음의 지지 선창’ 2 부에서는 4 분의 패널리스트(Mark Harrison – GBCS, Charissa Zehr – Mennonites Central
Committee, Rev. Davie Wildman, Anthony Weir –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들을 모시고 의견을 듣고
나누었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합감리교와는 다른 종파의 목사님들이나 봉사자들이 오래 전부터 북한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북한을 위하여 직접적인 도움 – 예를 들어 농업, 물자 (특히 음식, 빵생산등), 교육 지원- 들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 평화 위원회에서는 4 분의 목사님 (1 세와 1.5 세 목사님) 들을 모시고 talk show 형식으로 진행 되었다.
참여하신 목사님들: 권혁인 목사 (열린 UMC, California), 김정호 목사 (후러싱교회, New York), 함정례 목사 (오병이어
운동, GBGM 선교 총무, 현재 은퇴), 김평안 목사 (Whitefish UMC, Wisconsin)
권혁인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는 “왜 한반도의 평화가 필요한가?” 그리고 참여하신 목사님들은 “어떻게 이
한반도의 평화 운동에 참여하시게 되었는가?” 에 대한 대담이었다.
김정호 목사님의 발표는 목사님 아버님께서 한국전쟁 당시 격으셨던 것을 기록하신 일기장을 소개하시면서 한반도의 문제는
가족의 문제이며 교회의 문제라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며 또 미래라고 말씀하셨다.
함정례 목사님은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피해자들을 보시고 다시는 이러 일이 발생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하셨고, 북한
동포들의 어려운 생활을 돕기 위해 오래 전에 오병이어 운동을 시작하셨고 현재까지 그들을 위하여 많은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 하셨다.
김평안 목사님은 어렸을때 학교에서 본 북한에 관한 비디오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북한 동포들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도울수 있을까 결심하게 되었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처럼 (영어 이름 Peace) 한반도 평화를 목표로 함께 일할 수
곳이나, 특별히 연합감리교 여러 부서에서 일하고 계시다고 한다.
저녁시간에는 지역구 상, 하원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어떤식으로 이 새로운 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의원들을 설득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도움 설명을 듣고 둘째날의 공식 행사를 마치게 되었다.
마지막 날은 Dr. Jessie Smith (Emory Univ) 의 주관으로 지난 이틀을 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뒤 각자 거주하는 지역
국회의원들을 방문하게 되었다. 다행이도 내가 거주하는 곳의 국회의원은 상, 하원들 모두 새 안건을 지지하는 분들이어서
대화가 좀 쉬웠다.
다시 감리교 건물로 돌아와 마치는 예배를 정희수 감독님의 (Wisconsin area) 설교와 성만찬으로 끝마쳤다.
이틀에 걸쳐 30 명이 넘는 한인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을 위해 저녁식사를 제공해주시고 앞으로의 할 일들, 특히 1.5 세
2 세들의 진지하며 건설적이고 참신한 의견들이 수렴되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 주신 한국
평화위원회 회장 장위현 감리사님 (Metro Boston Hope District)과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
이번 한반도 평화 포럼에 참석하여 본 후 느낀 점이 있다면 전 세계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걱정하고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많은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나는 한국사람으로써 왜 좀 더 일찍 관심을 갖지 않았나
하는 부끄러움이 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결심을 하고 행동에 동참할 것을 다짐해본다.
(글; 김성태 권사, 후러싱 제일교회, 뉴욕연합회 명예 여선교회 회원)

REFLECTING ON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MINAR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minar was held at the General Board of Church and Society building located in
Washington D.C. from November 13-15. It was sponsored by the Korea Peace Committe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co-sponsored by the Church & Society. There were 68 participants from all over the States.
I registered for the seminar because I was always interested in the mission for North Korea, and I thought this would
be a good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 traveled by train, and found that it
was packed with so many people commuting from various cities.
The first day when I arrived at the GBCS building, I realized the significance of its location, which was located across
the street from the Supreme Court, the Capitol Building and not far from the White House. The United Methodist
Building was the only non-government building on Capitol Hill, which was built 94 years ago to witness the social
justice and actions of the church. I had a thankful heart for my predecessors to foresee the importance of its role.
The Seminar started with worship service at 9am, which Bishop Hee Soo Chung gave a sermon, followed by the
presentations of many different topics on the Korean peninsula. Some speakers were 1.5 and 2nd generations of
Koreans. They presented various topics based on their professional backgrounds regar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y impressed me and made me proud of who they were.
Dr. Jisoo Kim was the Korea Foundation Associate Professor of History at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and gave a
presentation under the title of ‘Peace & History of Korea.” She summarized the long history of Korea in a concise way,
and it wa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learn about parts of Korean history that I never knew before.

The center for this forum was focused on two new Bills presented by the Senate an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se Bills are to prohibit the introduction of the Armed Forces into hostile relations with North Korea, without a
declaration of war or explicit statutory authorization from congress. These Bills help to restrict the use of funding

kinetic military operations in North Korea.
Another speaker, Christine Ahn, who is the founder and International Coordinator of Women Cross DMZ, presented a
video of women from around the world who gathered together in solidarity to bring peace to the Korean peninsula.
They met with North Korean women who represented North Korea in Pyongyang and had meetings regarding peace on
the peninsula and issued a statement. After that, they had a peace march through Kaesong and crossed Pan Moon
Jeong to South Korea.
Jim Winkler, who serves as general secretary and president of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said
in his presentation titled ‘Peace & the Global Ecumenical Community’ that the Christians of the whole world are
watching seriously on the current situ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Next were speakers Rev. Dr. Levi Bautista, an Assistant General Secretary for UN & International Affairs of GBCS of
UMC, Catherine Gordon, an Associate for International Issues of Presbyterian Church (USA) and Rev. Michael Neuroth,
a Policy Advocate for International Issues of United Church of Christ (UCC). Under the title of ‘Peace & Faithful
Advocacy – Faithful Advocacy Over the Years,’ they gave information on present situations and talked about the
issues and struggles of the Christians on the Korean situation.
Kevin Gary, Ph.D. Expert Fellow, Visiting Scholar Asia Center at the Woodrow Wilson Center Lectur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 the University of Sussex, United Kingdom talked about sanctions with examples.
On the second day, we started with the Bible study led by Rev. David Wildman, an Executive Secretary, Middle East,
Human Rights & Racial Justice United Nations Liaison Office,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UMC. He started
with confession of “I love Bible the best.” He led the study in a different approach from that I used to hear with a lot
of concentration on Afghanistan and of the Middle East situation and issues
The next topic following the bible study was ‘Peace & Nuclear Security’ by Dr. Hae H Ku, who is the director of the
US-Korea Institute of John Hopkins University. He gave information on what we normally do not hear about the crisis
of nuclear weapons and its political issues. Daniel Jasper, advocacy coordinator of Asia from American Friends
Service Committee gave a talk on ‘Peace & Foreign Policy.’
In ‘Peace & Faithful Advocacy, part II,’ Mark Harrison (a director of the peace with justice program from GBCH),
Charissa Zehr (legislative associate for international affairs from Mennonites Central Committee U.S.), David Wildman
and Antony Wier (legislative secretary from 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shared their stories of their
denominations’ involvement with North Korea. It was surprising to learn that each has a long period of time involved in
helping the community in NK; for example, helping with the farming method, building factories to produce bread and
other goods, and supporting in education system.
After break, the Korea Peace Committee of UMC offered a talk show presented by four ministers: Rev. Hyok In Kwon
from Berkeley Korean UMC in California, Rev Chongho James Kim, who is the Senior Pastor of First UMC in Flushing,
NY, Rev. Jungrea Chung, who is a Chair of “Five Bread Two Fish,” a retired Elder from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and Rev. Pyung Ahn Peace Kim, associate pastor from the UMC of Whitefish Bay of Wisconsin.
Hyok In Kwon led a discussion on the topic, “Why does the Korean Peninsula need Peace?” And asked each panelist
on the question of “What led you to the peace movement in Korean Peninsula?” Rev. Chongho Kim started his talk by
introducing his father’s dairy on his father’s experience of Korean War. He emphasized that the peace on Korean
Peninsula is not the political issue but a family and church issue. Also, it is not the issue of the past but an issue of
the present and future.
Rev. Jungrea Chung emphasized that nothing like the victims of Hiroshima and Nagasaki should ever happen
again. She also introduced the project on “Five Bread Two Fish.” It started 20 somewhat years ago and will continue
to help North Koreans. Rev. Pyung Ahn Peace Kim shared his story of what made him involved in the movement. He
once saw in his childhood a video on how North Koreans lived in poverty. Since then, he kept his promise that he
made to himself by involving in the peace movement in Korean Peninsula, especially in the UMC. During the evening
under the session called ‘Congressional Meeting Preparation,’ we learned how to approach and talk to our
representatives.
The last day of the seminar was spent under the direction of Dr. Jessie Smith, a director of research and planning of
GBCS, UMC, she summarized for the past two days of meeting. And after that we formed groups of which states we
are from to visit our Senators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main goal is to ask for their support on the new bills
of S. 2047 and H.R. 4140. Fortunately my state congressmen and women support the new bill which led to an easier
conversation.
After everyone returned from visiting our congress people, we had a closing worship service with communion. For the
past two days, not only providing this excellent seminar o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ccommodating
with dinners for over 30 people of pastors and lay people. I greatly appreciated the president of the Korea Peace
Committee, Superintendent Pastor Wee Hyun Chung and its members.
One thing I learned after attending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seminar is that many people and many non-profit
organizations from all over the world are concerned and pray about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that,
many are doing something about it. As a Korean I feel ashamed about not actively being involved in this issue

earlier. But, it is never too late to start and from now on I decided to be actively involved in the peace mov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Written by Sung Tae Kim from the First UMC, Flushing, NY.)

공주의 선교 역사와 유산

한국선교유적 연구회 주최로 지난 10 월 20 일, 2017 이틀간 "공주
선교역사와 유산"이란 주제로 옛 백제의 도청소재지였던 공주에서 한국의 선교유적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가
있었습니다.
전국연합회 여선교회에서 11 명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고려인 디아스포라 80 주년(1937 년
스탈린의 강제이민) 평화행진(10/25-29)"에 참석차 한국에 나가 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불어주신 축복의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은 조선 고종 왕 때 교육 및 의료사업 허가가 나오면서 1884 년부터 미국, 캐나다, 영국 그리고 호주에서 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45 년 광복 때에는 무려 1500 명, 100 년 후인 1984 년에는 3000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전국각지에 기독교 학교를 세워 신교육을 보급하고 병원을 지어 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번 공주세미나는 선교사들이 남겨준 문화유산인 선교유적들을 보호하고 숭고한 선교 정신을 후손에 물려주고자 UNESCO
세계 문화유산 등재추진을 위한 학술대회로 시작하여 다음 날 세계유산답사, 기독교유적 사진전 그리고 찬양제로 막을
내렸습니다.
첫날 공주대학(옥령캠퍼스)에서 열린 선교역사 학술대회에서는 공주에서 36 년간 조선 여성들을 위해 일생을 바치고 유관순
열사의 최초 스승이었던 엘리스 샤프(Alice H. Sharp) 선교사에 대해 김명래 총무의 논문발표가 있었고 종합토론시간에는
김혜선 목사님께서 기독교 선교가 여성운동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학술대회 참석자 모두에게 감동과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Alice Sharp 선교사 선교유적 정원에서 있었던 찬양제에선 미국 여선교회 회원들이 Alice Sharp 선교사가 평생
즐겨 부르셨던 찬송가 528 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Softly and Tenderly)"를 영어로 부를 땐 마치 앨리스선교사님과
같이 부르는 것 같아 오히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직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100 세의 김옥나 장로님(전 한국 전국여선교회 회장 1974-1982)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고 100 세까지 한결같이 예수님을 증거하신 Alice Sharp 선교사님 그리고 그분의 제자
박한나권사님등 이 모든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하며 이번 공주학술대회를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끝으로 지난 130 년 동안 선교사들이 조선을 위하여 헌신하고 뿌린 씨앗이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선교에 빚진 자였던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171 국가에 27,000 명의 해외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마치 130 년 전 언더우드 선교사가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 있는 이
땅이 이제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 믿습니다."
(글: 박경자, 콘트라 코스타 연합감리교회)

Christian History in Gongju and its Heritage

When eleven of us from NNKUMw traveled to South Korea last October, we participated in a
workshop in the city of Gongju on October 20-21, 2017. The theme of the workshop was,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in Gongju and its Heritage’. We came to South Korea from the United States to prepare for the Korean-Russian
Diaspora 80th Anniversary Peace Walk to be held in Vladivostok, Russia from October 25 through 29, in remembrance
of Stalin's forced resettlement of 17,200 Koreans from Vladivostok to Central Asia and the Russian Far East in 1937.
We were blessed to receive a surprise invitation not only to attend, but to participate in the workshop.
In 1884, during the Joseon Empire (the last Korean monarchy before Japanese annexation), King Gojong (who later
became Emperor in 1897) allowed the establishment of new Western educational and medical systems, following
several centuries of strict isolationism. As a result, Protestant missionaries came to Joseon from America, Canada,
England, and Australia. The number of foreign missionaries reached approximately 1,500 by 1945 when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rule at the end of World War II, and had increased to nearly 3,000 by 1984. These
missionaries built Christian schools for modern education and hospitals saving many liv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for many people.
The two-day conference started with discussions about the Christian Mission History of Gongju to promote the city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Kim Myungrae,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NKUMw, presented her dissertation
paper on Alice Sharp, a missionary who devoted 36 years of her life for Korean women in Gongju. She established 20
schools for girls and was the first teacher of Yu Kwansoon, a Korean patriot who became a martyr for resisting the
Japanese occupation. Rev. Kim Heasun talked about Christian missions and their impact on the Women's Movement.
We were all moved and inspired by the extensive research done by presenters.

On the last day of the conference, there was a Christian Mission history photo exhibition and praise event in the
garden where Alice Sharp lived and taught. As we sang Alice Sharp's favorite hymn, #528 "Softly and Tenderly," we
became very emotional and felt as if she was singing along with us.
I was so thrilled to meet a healthy centenarian named Kim Oak Na who served as the president of the Korean
Methodist Women from 1974 to 1982. I was also inspired to learn that Alice Sharp and her student Park Hannah, both
lived to be 100-years-old, like Kim Oak Na, witnessing Jesus their whole lives. They are true role models of the
Christian faith. The missionary Horace Underwood prayed 130 years ago when he arrived in Korea,
"Although there is no church to worship, no school to study, although this land is filled with doubt of suspicion,
contempt, and disdain, we believe that in the near future this land will become a land of blessing."
The missionaries sowed the spiritual seeds with their devoted sacrifice for Korea. Today, Korea has transformed from
a country in need of blessings to one that spreads its blessings. As Horace Underwood hoped in his prayer, there are
now 27,000 Korean missionaries serving in 171 countries throughout the world today.
(Written by Karen Park Choi, Contra Costa UMC)

교도소 문서 선교 감사편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며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해에 한인여선교회 성도님들께서 선교 헌금을 후원해 주심으로 스페인어책을 대량으로 출판하여 더 많은 재소자가
문서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재소자들을 위해 문서 선교 재정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2017 년도에 “예수님과 걷는 길 1-4” 10,000 권을 스페인어로 미국에서
출판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선교의 꽃 8 편” 3,000 권, “선교의 꽃 9 편”이 3,000 권씩 출판되었으며 미국에서도
한인들을 위해 한국 책들이 계속 배포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영어로 “회개”라는 책 3 권이 재소자들의 간증을 모아서
출판되었고, 이란어로 3 권, “우울증에서의 치유”, “예수님과 걷는 길 1-4”, “네 가지 음성” 이 각각 200 권씩 출판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자원 봉사자들의 번역, 원고 교정, 우편 수송과 선교 헌금 등의 자원 봉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계속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여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을 도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베트남어로 “예수님과 걷는 길 1-4” 을 출판하기 위해 $3,000 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또
이란어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100 일 묵상과 기도”를 200 권을 출판하기 위해서 $3,000, 그리고 재소자들의 간증책,
Maximum Saints 책들을 3 권을 엮어서 출판하는데 $4,000 를 비롯해서 만 불의 선교 헌금을 모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도소에는 다양한 국적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이 감금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마태복음 28:18-19) 순종하기 위해서 변화 프로젝트는 계속 책을 출판하여 재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8 년도에는 한인 여선교회가 더욱 더 활발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만방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의 씨를 뿌리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를 통해 더 많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많은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계속 아낌없는 후원을 해 주시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교도소에서 사역하면서 매일 너무나 많은 재소자가 변화 프로젝트의 책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변화 프로젝트의 책을 읽고 변화된 한 재소자의 간증을 보내드립니다.
영적인 공격에서 자유함을 얻은 여 재소자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사역하면서 영적인 공격으로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나 한 재소자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고 고통을 주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가를 설명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걸립니다.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는 천 명이 넘게 수감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감방 안에서 기도 인도, 개인과 그룹 카운셀링,
그리고 매주 8 번의 예배 인도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영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으므로 한사람에게만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한 명 한 명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지라도 변화 프로젝트에서 출판하는
책들이 많은 사람을 돕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빌이라는 사탄숭배자를 상담한 것을 책으로 출판하라고 해서 『회개』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사탄이 빌을 속여서 혼동을 시키고 고통 속에서 살게 하고 있는지에 대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도우려고 그의 회개 과정을 쓴 글인데 이 책이 영적인 공격을 심하게 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떻게 악령들에게 고통을 당하던 24 살 된 모라도라는 여 재소자를 도왔는지 간증을 나눕니다.
“나는 마귀의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며, 느낀 때가 많습니다. 나는 내가 정신이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내가 아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는데 마귀가 나를 정죄하고, 비웃으며,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혼동 속에서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책에서 빌이 받은 영적인 공격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와 빌은 많은 점에서 비슷한 영적인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음으로써 영적인 고통에서 승리하는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빌의 이야기를 통해
혼돈 속에 있던 것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들어있는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기도로써 도움을 얻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고 왜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 하는가를 알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모라도의 간증
모라도는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다른 재소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우며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정성 어린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재소자를 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우리들이 책을 통해서 재소자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글: 이 영희 목사, 변화프로젝트 TPPM 대표,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Chaplain )

To: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I give God glory and honor and praise for searching for the lost sheep even in this hour and gave us the commission
to share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world.
In 2016,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NNKUMw) donated $5,200.00 to the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TPPM) for the Spanish book project. It’s because of your generous donation,
that more people who can’t speak English are now able to hear the gospel message of God’s love through books.
Thank you so much for your support on this very critical and important project for prisoners and homeless.
In 2017, the TPPM published 10,000 copies of the book, Journey With Jesus 1-4 in Spanish. We also published 3,000
copies of Blossoms 8 and 3,000 copies of Blossoms 9 in South Korea for Korean prisoners. In addition, we
published three English books on “repentance,” this year. We also published 4 books in Farsi, with 200 copies each,
to reach out to Iranians: These are Twisted Logic, The Window of Depression, Journey With Jesus 1-4, Four Voices,
and Loving God, 100 Daily Meditations and Prayers. This was possible through all the volunteers’ translation, editing,
mailing, and donations, as we are continuously trying to work on translation of the books to reach out to ethnic

minorities in prisons and homeless shelters.
Presently, the TPPM is working on several projects: Raising $3,000 for translating Journey With Jesus 1-4, into
Vietnamese and raising an additional $3,000 to translate Journey With Jesus 1-4into Hindi. In addition, we are trying
raise $4,000 to publish three Maximum Saints books, filled with inmate testimonies. All together we are working on
raising $10,000. There are many people who do not have any access to Christian books, especially available for
prisoners. The TPPM is trying to obey the Lord’s command to “Go and make disciples of nations,” (Matthew 28:1819) by publishing books in different languages to help prisoners across the world.
In the next year, I pray that the NNKUMw will be able to reach out to many nations through mission project and plant
the seed of the gospel of God’s love. I ask your continued prayers and support for this project, so we can bear many
fruit for God’s kingdom. I thank you so much for being a part of this prison ministry book project. I have seen so many
people who are touched and transformed by the TPPM books.
I have too many testimonies that I can share but I will share one story with you. Spiritual freedom from demonic
attacks. In my ministry, I meet many people who are attacked by demons and are terrified. To help these tormented
people, I need to spend lots of time explaining about how demons attack and how they can win the battle by relying
on Jesus’ power.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where I serve as a chaplain has more than 1,000 inmates, and I lead prayer meetings
in the pod, providing counsel as individuals and as a group, and leading 8 worship services every week. There are
many who suffer from spiritual attacks and therefore, I can’t spend too much time with just one inmate to over an
extended period of time.
I am glad that TPPM books are there to help them learn about spiritual attacks and how to win this battle with the help
of the Lord. One of the books that the Lord led me to write is my own personal account, counseling a Satanist, named
Bill at the facility. His story is a full of demonic deception, torment, confusion, and terror. I was helping Bill’s
repentance process and many people are being helped by this book in extreme cases of demonic attacks. I will share
how this book helped Ms. Morado, 24 years old. Here is her testimony.
“I have seen, heard, and felt the enemy quite a few times, and thought I was just going crazy. The voices would
impersonate people I know, blame me, make fun of me, all around hurt me. I was confused and at times scared. As I
read Bill’s story in the book “Repentance,” I learned a lot about spiritual attacks and spiritual warfare. In my past, I
had many things in common with Bill, and reading this book has helped me to overcome certain issues that I was
struggling to conquer. With the help of the Lord and Bill’s story, I have gained knowledge of how to repent, what to
ask of the Lord as opposed to what to expect from Him, and how much effort I need to put into repentance. This book
quotes the Scriptures to help us understand how Jesus saved us and the included prayers will help us learn how to
pray. This book will help many people to open their minds and hearts to giving themselves fully to the Lord.” - by
Morado
Morado is serving the Lord by helping other inmates. She is free from spiritual attacks and that’s happening because
of your prayers and the support you give to the TPPM book project. I give all the glory to God for what He is doing
among prisoners with this book project. Thank you, God for allowing us to help the prisoners’ spiritual growth through
the book project.
(Chaplain Yong Hui V. McDonald,TPPM ,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

종교개혁 500 주년: 여성, 평신도에게 길을 묻는다!

종교개혁 500 주년: 여성, 평신도에게 길을 묻는다!
부제: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서

● 들어가는 말
올해가 종교개혁 500 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다. 세계곳곳의 교회와 기관들에서 종교개혁 500 주년에 대한 학술강연회,
세미나, 예배,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뉴욕의 후러싱교회에서 매달 수요일마다 종교개혁 500 주년을 기념하여
세미나를 하고 계시는데 이 행사에 평신도 여성의 입장에서 강사로 초대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다. 초청해 주신
김정호 담임목사님과 성도들께 감사를 드린다. 종교개혁 500 주년은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평신도 여성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0 년에 그의 저서 “독일 기독교 귀족들에게 고함”에서 만인제사장설을 주장하였다.
만인제사장설 교리는 "모든 신자는 그가 성직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다"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제사장의 자격으로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틴 루터는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인용했는데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9, 새번역)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표준새번역)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단지 직분에 따라 그 역할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것을 말하였다. 이러한 만인제사장설은 개신교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오늘날 교회와 사회에서
평신도들이 소명을 받아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 감리교회와 여성들
1880 년대 조선의 여성들은 대부분 이름이 없었고, 세 남자가 없으면 사회에서 생존할 수 없었으며 일처다부제로 고통을
받았고,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과 병원이 없었다. 특별히 이름이 없다는 것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여성은 단지 집안의
자손을 이어주며, 가정에서 농사일하며 가사를 돌보는 존재로서 남성의 소유물에 불과했다. 그런 어둠 속에 살던 조선의
여성들을 위해서 오하이오 리베나에 살던 루신디아 볼드윈이라는 여선교회 회원이 $88 을 조선의 여성들의 복음과 교육
사업에 써 달라고 지정헌금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북쪽 미 감리회 해외여선교회(WSCS)에서 오하이오 평신도 여성인 메리
스크랜튼을 한국의 첫 여선교사로 파송해서 1886 년 이화학당과 여자 정동교회를 설립하였고, 1896 년엔 남 감리회
여선교부(WBFM)에서 조셉핀 캠벨 여자 평신도 선교사를 파송하여 ‘배화학당’을 설립하고 여자 종교교회를 세웠다. 그
후부터 파송된 북 감리교회와 남 감리교회 해외여선교회를 통해서 100 년간 1,000 명의 여자 평신도 선교사들이 한국에
파송되어 “한국여성이 한국여성을 가르쳐서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한다”는 모토아래 여성을 위한 학교, 교회, 병원, 등을
설립하였다. 그런 사역의 비용은 모두 미국 감리교회 여성들이 보내준 헌금이었다.
미국 감리교회는 육체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건강문제에도 관심을 두었는데, 19 세기에 술을 금지하는 운동에 많은 감리교

여성들이 앞장섰고,
미국 내에 감리교 병원들이 세워지자, 해외
선교에서도 의료 봉사와 병원과 진료소를 설립하였다. 미감리교회 여성 해외 선교공회에 의해서 1869 년 인도에 클라라
스웨인 박사를 최초의 여자 의료선교사로 파송하였고, 1888 년에는 하워드 여자 의료선교사를 파송하여 한국최초의
여성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초대교회의 여성지도자 뵈뵈의 후계자로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하여 돌봄의 사역에 여성들을 등용하였는데, 그
전통을 이어받아 19 세기 말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여집사 제도(디크니스)”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심방하고,
복음을 전하여 감리교회의 부흥에 원동력이 되었다. 제인 뱅크로프트 로빈슨, 루시 라이더 마이어, 벨르 해리스 베네트가
감리교 디크니스 운동에 지도자들로서 그녀들을 따라갈 단체가 없었다. 해외에서도 디크니스들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여
필리핀에서는 지금까지 활발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메리 스크랜튼과 미국 여자선교사들이 1903 년 여선교회를 조직하여

“전도부인(Bible Women)”이란 이름으로 디크니스 사역을 시작하였다.
가난하고 버림받은 여성들이 전도부인 교육을 받고 성경을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했고,짚신발로 버선발로 주먹밥을
먹으며, 젖먹이들을 업고 마을과 산간벽지 그리고 연해주, 북간도, 만주, 일본, 외몽고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전도부인들은 자신의 집을 열어 먼저 속회를 조직하였고 후에 교회가 되었는데 현재의 한국의 모든 감리교회의 초석이
되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인간이 같은 인간을 지배할 수 없으며, 어떤 차별도 있을 수 없다”며 한국의 3.1 운동을
기점으로 여선교회 조직을 이용해 독립자금을 나르는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유관순과 평양 애국부인회가 한 예이다. 또한,
일본이 한국의 농촌을 수탈해 가는 것을 보고 최영신, 김노득 등 감리교 평신도 여성들이 농촌으로 뛰어들어가 복음을 전하며
농촌 계몽운동, 야학, 문맹 퇴치 등을 실시하였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유함을 체험한 한국의 여성들은 두려울

것이 없었다. 그들은 오랜 유교의 전통을 넘어서 여성차별의 문화를 넘어서 오늘날 한국의 교회와 사회가 있도록 선구자의
역할을 한 용감한 여성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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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ts Women
The situation for women in Korea during the 1880’s was terrible. Many of them had no formal name, could not live
independently of three men (their father, husband, and son), suffered under polygamy, were uneducated because
there was no education for women, and faced extremely high mortality rates because there were no hospitals and a
social taboo against men treating women.
The concept of being nameless, although seemingly unexceptional, carried immense ramification as a person without
a formal name (mainly women) was not considered a human being, but an object to be owned. Furthermore, women
were not only viewed as objects but exploited as tools; as child bearers, and helpers with housekeeping and farming.
They were considered a possession of men.
While Korean women were living in darkness, a woman named Lucinda Baldwin of Lebanon, Ohio made a designated
offering of $88 for the women in Korea. From this offering, North Methodist Women for the International Mission
Society (WSCS) sent a layperson named Mary Scranton from the Ohio Conference for the first time to Korea.
There she establish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6, and established the Jung Dong church. In 1896, the South
Methodist Women Mission Society (WBFM) sent lay missionary named Josephine Campbell to Korea and started
the Baewha school for women and the Jong Kye church.
After these first two pioneering missionaries, both north and south sent 1,000 women missionaries to Korea for over
100 years with purpose to, “teach Korean women who teach other Korean women to have a better life in the future.”
Those missionaries built schools, churches, and hospitals for women in Korea. All mission’s offerings for the work in
Korea were sent by the Methodist women in the States.
The Methodists believe that the human body is also a gift from God. This critical notion influenced and improved
public health service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as the burgeoning women’s movement of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ies, helped to raise public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personal health and education. Such efforts
most famously culminated in the Volstead Act of 1920, which prohibited the sale of liquor until 1933, and was
championed largely by Methodist women.
In 1869, the first medical doctor named Clara Swain was send to India as a medical missionary by the Methodist
Women International Missionary Society. In 1888, a woman doctor named Howard was sent to Korea, who then built
the first women’s hospital named the Bogoo House.
John Wesley saw women laity and their dedication to caring mission work.He appointed many women to this mission

work after a woman leader Phoebe, in the Bible. At the end of the 19th century, the Methodist church in the States
started the “Deaconess” system. The deaconesses are Methodist women who took care of poor families, visited sick
people, and passionately spread the good news, which helped to spread Methodism in the States. Jane Bancroft
Robinson, Lucy Rider Meyer, and Belle Harris Bennett were a few examples of the leaders in the deaconess
movement. No organization could compare with the deaconess movement of Methodist. This movement spread
abroad where there is still strong mission work lead by the deaconesses in the Philippines.

In 1903, Mary Scranton along with other women missionaries organized and started a deaconess work called “Bible
Women” in Korea. Most of the Bible Women came from poor families and never had a chance to receive academic
education. Now these Bible Women had a chance to get an education. They started their mission work by carrying
Bibles in a bundle and visited house by house on foot to spread the Good News. These Bible Women carried their
children on their backs, eating rice balls and walked on straw shoes wearing the Korean
traditional beoseon socks. They visited through villages, rural communities, and traveled as far
as Yunhaejoo (Siberia), mainland China, Manchuria, Japan, and to the outskirts of Mongolia to spread the Good
News. They also opened their homes as a gathering place to organize small bible group meetings that later led to
established churches.
These small home meetings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Methodist churches in Korea. They also organized the
church’s women’s groups that were later involved in the 3.1 Movement that carried funds for the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 They believed that “in God there is no man who can power over another man along with any
kind of discrimination.” Some examples of Methodist women in this movement were Kwon Soon Yoo and the Patriotic
Women’s Organization of Pyongyang. Some Methodist women also turned their lives toward the campaigning of
educating and spreading the Good News in farming communities. They also conducted the evening schools and
joined in the campaign to abolish illiteracy of the farming communities.
The Korean Christian women faced no fear because of the Good News, of meeting a personal Jesus Christ and
experiencing freedom in God. They overcame the tradition of Confucianism widely practiced in Korean society. Those
women also overcame the discrimination against woman, and became the pioneers who established the foundation of
the Korean church and of a Korean society that betters the life for all human beings.
(Written by Myungrae Kim, National Network of KUMw.)

한국기독교 역사 - 이효덕

복음으로 민족을 깨우친 사회운동가 이효덕
“집에서 평양은 백이십 리나 되는 길인데 탈것은 말 밖에 없던 풍습이므로 어머님께서는 성경 공부 모임인 사경회에 가실
봇짐을 지시고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고 여섯 살 어린 나도 걸어서 가는 수밖에 없었다. 첫날 90 리 길을 걷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서 울며불며 보채니 어머님께서는 봇짐 위에 나를 올려지시고 걷기까지 하셨다.”

어린 막내딸을 먼 길 마다치 않고 걸어서 평양의 목사님 댁에 맡기신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과 신학문에 대한 열정이 이효덕을
민족을 깨우친 사회운동가의 초석이 되게하였다.
이효덕은 1895 년 평안남도 삼화에서 아버지 이인수, 어머니 박상일 사이에 6 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다. 고향에서 가장 먼저
예수를 영접한 부모님과 삼화읍 감리교회에 출석한 즐거운 추억은 평생 그녀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되었다. 주변에
소학교도 서당도 없던 시절, 그녀의 어머니는 어린 딸을 목사님 댁에 맡겨 한글을 깨우치게 하였다. 교육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어머니의 영향으로 그녀는 신앙 안에서 신학문을 받아들이게 된다.
사경회를 마친 후에는 광혜여원 전도부인 홍유례의 집에 맡겨 소학교에 입학시켰다. 후일 농촌운동과 여성운동에 큰
발자취를 남긴 황애덕, 황신덕은 홍유례의 딸들이다. 그녀들과 함께 평양의 정진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이때 어린 효덕은
“ 나는 시집 안 가고 전도부인한다” 고 결심을 하게 된다.
소학교 졸업 이후에는 어머니의 열정에 힘입어 숭의여자중학교에 진학하였는데 그녀의 셋째 오빠가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만주로 망명하면서 집안 형편이 어려워져 수예와 바느질을 하며 공부하여 1911 년 졸업을 할 수 있었다. 졸업 이후 고향
삼화읍 교회에서 교사와 전도부인으로 활동하다가 이듬해 1912 년 모교인 숭의여자중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학생들을
가르쳤다. 이효덕은 학생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민족의식을 불어넣는데도 열심이었다. 삼천리 강산의 지도를 보여주며
우리나라의 역사를 가르쳤다. 뿐만 아니라 동료교사들과 상급반 학생들과 비밀결사조직인 송죽회를 결성하여 독립군 자금을
지원하고 망명 독립군 가족을 도왔다.
중화의 양무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3.1 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을 이끌고 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이효덕의 삶에
커다란 전환을 가져오게 된 3.1 운동 참여로 그녀는 1 년여의 옥고를 치르고 출옥 후에는 감옥에서 얻은 병으로 그만 병상에
눕게 되었다. “내게 다시 살 기회를 주신다면 10 살 때 결심하고 약속한 대로 성경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전도부인이
되겠습니다.” 그녀는 간절히 기도했다. 병은 기적처럼 차도를 보였고 이후 그녀는 협성여자신학교에 입학하여 1924 년
제 1 회 졸업생이 되었다.
1929 년 조선여자기독교절제회 총무로 취임하는데, 절제회는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일본식 타락문화에 대한 저항운동의
성격을 갖고 추진된 모임으로 금주, 금연, 아편 금지와 공창 폐지 등 생활개혁, 정신개혁 운동을 펼쳐온 초교파적인 여성운동
단체이다. 그해 9 월부터 50 일 열린 전국 박람회에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저녁 금주와 금연에 대해 강연을 하였다.
박람회가 끝나자 지방에서 그녀에게 강연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국 방방곡곡을 누빈 자신의 순회강연을 이효덕은
‘순례자의 고행’ 에 비유하였다. 하지만 강연 내용에 삼천리 반도라는 단어가 들어갔다 하여 일제 경찰에 취조를 당한 뒤 몇
주간 강연 금지를 당하기도 하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경찰이 강연을 막기도 하고 심문을 하는 일도 다반사였다. 그런 고초를
겪을수록 그녀는 당대의 남성 기독교계 지도자들 못지않은 설득력으로 순회강연을 이어 나갔다. 그렇게 만주에 이르기까지
약 300 여 곳의 절제회 조직을 확대해 나가며 헌신하는 동안 그녀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건강이 악화되며 1936 년 절제회
총무직을 사임하였다.
일제 말기 수표교교회 전도사를 거쳐 동대문교회의 전도사로 시무하는 중 해방을 맞았고 한국전쟁을 겪었다. 1956 년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로 피선되었을 때 이효덕은 “월급도 없는 여선교회 형편이지만 하나님의 일이므로 감사히
허락하겠습니다.”라며 총무를 수락하였다. 여선교회 총무시절 그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식관 운영을 궤도에 올려
놓았고 청소녀회를 조직하고, 윤락 여성을 위한 선교를 시작하였다. 일제 말기 중단 되었던 해외 선교 사업도 재개하였다.
교사로, 절제회 총무로, 전도사로, 여선교회 총무로 50 여 년의 세월을 주님의 사업에 헌신하며 쉼 없이 길을 달린
이효덕, 1978 년 84 세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오로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일관해온 그녀의 신앙
여정은 오늘날 여선교회의 거룩한 밑바탕이 되어 도도히 흐르고 있다.
(글: 이미숙 집사, 전국연합회 역사부장, 베다니 KUMC, GA, / 자료: 한국여선교회 전국연합회 2017 년 공과책)

Hyo Duck Lee, the Social Activist Who Awakened Korean People with Gospel
“The distance between my home and Pyongyang was one hundred and twenty ri. The only means of transportation at
that time was by horse. My mother had no choice except walking that distance to attend the Bible study class. She
carried a backpack that contained things necessary for the class. I too had no choice. I was only 6 years old. The first
day when I walked ninety ri, I cried because my legs hurt so. My mother put me on top of her backpack and walked.”

Lee’s mother never failed to take her, the youngest daughter, to the pastor’s house by walking the long distance. Her
sincere faith and passion for knowledge of the Bible became the pillar for the social activist who helped awaken the
Korean people.
Hyo Duck was born in 1895 as the youngest daughter of 6 siblings to In Soo Lee, her father, and Sang Il Park, her
mother. Her parents accepted Jesus very early on. The happy memories at Sam Hwa City Methodist Church became
the crucial support to sustain Hyo Duck’s life. Since there were no schools nearby, her mother took Hyo Duck to the
pastor’s house. There, she learned to read and write Korean. Her mother’s passion for learning gave a great impact
on Hyo Duck’s life. Consequently, she was able to accept new knowledge in faith readily.
After Bible study, Hyo Duck was taken to the house of the Bible woman, Yoo Rae Hong. Yoo Rae Hong was the
mother of Ae Duck Hwang and Shin Duck Hwang who initiated a social movement for peasants in rural areas and
women. Hyo Duck was an alumnus of their Jung Gin Elementary School in Pyongyang. While attending the school,
Hyo Duck became determined at a young age, that “she was not going to marry but become a Bible woman.”
After graduating from the elementary school, she went to Soong Ui Girl’s Junior Highschool. While she was at Soong
Ui, her third older brother got involved in the Independence Movement and sought asylum in Manchuria. As a result,
the financial situation of her family became difficult forcing her to help her family by sewing and embroidering. Finally,
she was able to graduate Soong Ui Junior High in 1911.
After graduation, she worked as a teacher and Bible woman at Sam Hwa City Methodist Church in her home town. In
1912, she became a teacher at her alma mater, Soong Ui. She not only taught students general knowledge but was
very passionate about instilling national consciousness in them. Showing the map of Korean peninsula to students,
she taught Korean history. She also organized the Song Jook Society and raised fund to help families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workers who sought asylum abroad.
While she was teaching at Yang Moo School of Joong Hwa,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started. She led
her students to the march. She was arrested during the march and spent a year in a jail. After released from the
prison, she became ill and bedridden due to hardships she endured during imprisonment. She prayed hard, “Lord, if
you give me a chance to live for 10 more years, I would study hard and become a Bible woman.” Miraculously she
recovered from her illness. She enrolled at Hyupsung Seminary in 1924 and was in one of the first graduating
classes.
In 1929, she was appoint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Chosun Women’s Christian Temperance Society. This society
was an ecumenical Christian women’s organization that advocated change of life style and spiritual renewal. It
condemned corrupt Japanese culture, drinking, opium, and prostitution. She lectured continuously for 50 days on
abstinence and the vices of smoking at the National Exposition.
After the National Exposition, she got many offers for lecture. She compared her lecturing itinerary to a ‘Pilgrim’s
Progress.’ She was investigated by Japanese police because her lecture contained contents about the Korean
peninsula. Without apparent reason, the Japanese police ordered her to stop lecturing for weeks. She was harassed
by police on many occasions. The more she was harassed, the more persistently she continued her lecturing tour.
She started 300 chapters of the Temperance Society all the way to Manchuria. Her health declined as she worked
hard. Finally, she had to resign her position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Temperance Society in 1936 due to the
poor health.
She worked as an assistant pastor at Supyo Church and East Gate Church toward the end of Japanese occupation.
Soon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rule and suffered the Korean Conflict. In 1956 she was elected as the
executive director of WSCS. Accepting the position, she said “I will accept it because it is God’s work.” As the
executive director, she gladly overcame difficult circumstances, put the management of the Resting Hall on the right
track, organized the Young Girls’ Society, and started mission projects to help prostitutes. She re-opened foreign
mission projects that were banned during the end of Japanese rule. She was a teacher, an assistant pastor,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Temperance Society and WSCS. She dedicated 50 years of her life to do God’s work. She
passed away in 1978 at the age of 84. She remained as single woman and lived a devoted life for the Lord only. Her
journey of faith is truly a living foundation to Methodist Women.
(Written by Meesook Lee, chairperson of NNKUMw history, Bethany KUMC, GA / Resource is from 2017's Program
book of Korea W.S.C.S)

상식

강아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총정리
요즘은 한 집 걸러 강아지를 데리고 있을 만큼 많은 분들이 애완견과 살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애완견에게 절대로 주면 안
되는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 사과 씨
사과 먹이려면 씨는 무조건 빼야 합니다. 강아지에게 사과 씨는 독이 됩니다.
-아보카도
아보카도의 씨와 껍질에 강아지에게 독성분인 persin 이 함유되어 있으니 먹이면 안 됩니다.
-자일리톨 함유제품
강아지는 자일리톨을 분해할 수 없어서 먹으면 간이 망가지고 저혈당이 오게 됩니다. 자일리톨 함유된 음식이 많으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초콜릿
초콜릿은 많은 분이 알고 있는데 동물병원에 상당히 많이 오게 되는 음식입니다. 밀크초콜릿은 카카오 함량이 낮아서
다행이지만 카카오함량이 높은 제품은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은 맛있습니다. 강아지들도 먹으면 한 봉지 다
먹어요.
-커피
커피는 초콜릿과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아지에서 독이 되기 때문에 먹이면 안됩니다. 아메리카노는 안 먹겠지만
밀크커피나 시럽이 들어간 것은 달콤해서 잘먹어요.
-옥수숫대
옥수수는 알레르기만 없으면 먹어도 되지만 옥수숫대는 소화가 안 됩니다. 덩어리로 삼킬 경우 수술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생선회
생선회 중에서도 연어회의 경우 neorickettsia helminthoeca 라는 강아지를 죽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기생충이
감염되어있을수 있습니다. 연어회….구워주세요
-마늘
마늘의 경우 소량을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다량을 먹으면 양파와 비슷하게 빈혈을 유발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끔 기생충 예방이나 피부에 효능이 있다고 먹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위험성을 감수해서라도 먹일 필요가
있을까요?
-포도
포도의 경우 강아지에게 신부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포도중독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합니다. 빵에 있는
건포도 먹었다가 신부전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마카다미아 넛
강아지가 먹으면 호흡 이상, 신경계 억제, 구토, 사지 마비등 무서운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유
성견이 되면 우유에 있는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가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사를 유발하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먹일
경우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꼭 우유를 먹여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먹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양파, 파
마늘보다도 양파가 더 문제입니다. 양파의 경우 먹게 되면 빈혈을 유발해서 치명적일 수 있으니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 껍질
고구마 껍질은 소화가 안 됩니다. 장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꽉 막을 수 있으니 껍질을 버릴 때는 못 먹는 곳에 버려주세요.

(글: 이귀옥 권사, 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뉴잉글랜드 연합회 임원, 북부보스톤교회)

Foods That Dogs Should Not Eat
Apple seeds:
If you want to feed your dog apples, you must first remove the seeds. Apple seeds contain trace amounts of cyanide
and are poisonous in large amounts to dogs, especially overtime.
Avocado:
Avocado seeds and peels contain Persin, a substance found naturally in avocados and is toxic to dogs.
Products containing Xylitol (Sugar substitute):
Xylitol is extremely toxic to dogs. Dogs cannot digest xylitol so if they eat it, it will destroy their liver. Be mindful that
xylitol can be found in common products such as peanut butter and gum.
Chocolate:
Products with a high cacao content such as dark chocolate can be very dangerous to dogs. Although milk chocolate
has a low cacao content, it can still be dangerous and should be avoided.
Coffee:
Caffeine is also poisonous to dogs and should not be given to them.
Corn stalk:
Corn can be eaten only if the dog is not allergic, but corn stalk cannot be digested. If a dog swallows a lump of corn
stalk, surgery may be required.
Sashimi:
Sashimi, such as salmon sashimi may be infected with a scary parasite called Neorickettsia helminthoeca that can be
lethal to dogs. Please cook any raw fish before feeding it to your dog!!
Garlic:
If your dog eats a small amount of garlic it may not be a problem, however large amounts may cause anemia and
other problems as it contains thiosulfate, which humans can digest.
Grapes:
Grapes can cause kidney failure in dogs. Eating raisins can also cause kidney failure.
Macadamia Nuts:
Although not fatal, ingestion of macadamia nuts by dogs can lead to severe symptoms such as vomiting, ataxia (lack
of muscle coordination), fever, and muscle tremors.
Milk:
Like humans, when a puppy becomes a mature adult, its body reduces the production of lactase, the enzyme that
breaks down the milk sugar, lactose. Lactose intolerance can lead to digestion problems and diarrhea.
Onion:
Onions contain even more thiosulfate than garlic and should never be consumed by your dog.
Sweet potato skin:
The skin is not digestible for dogs and may block the passage to the colon. Be careful when you throw away the
skins.
(Written: Kwi Yun,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Officer, North Boston KUMC)

독서프로그램

“ 당신은 모를 것이다”
정태규 지음, 마음 서재
‘꼼짝 할 수 없는 육체의 감옥에서도 영혼만은 자유로우리’....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이다. 저자는 갑작스럽게
루게릭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다. 저자는 오랫동안 고등학교 교사로
일해 왔다. 그리고 신춘문예로 등단한 소설가이다. 교사가 본업이긴 하지만 그는 밤을 지새워가며 글 쓰는 일이 좋았고
행복했다. 그런데 어느 날 출근을 하려고 옷을 입는데 와이셔츠 단추를 끼울 수가 없고,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 팔이 아래로 쭉
힘없이 툭 떨어졌다. 밥을 먹다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쳤다. 여러 병원에 다니며 찾아낸 병명은 루게릭병, 근육 운동을
조절하는 뇌세포가 파괴되어서 근육이 차츰 소실되고 운동 신경이 굳어버리는 병이란다.
발병 초기에는 아내의 손을 빌려서 글을 썼다. 그러나 눈을 깜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후에는 안구 마우스를
이용해서 글을 썼다. 안구의 움직임과 깜박임을 감지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장치란다. 이런 장치를 이용해서 쓴
글을 책으로 묶어 낸 것이 이 책이다.
저자는 고통 중에도 절망하지 않는다. 글을 통해 타인을 오히려 위로하고 배려한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
속에서 간간이 유머도 잃지 않는다. 살아온 날들, 살아있음, 남아 있는 날들에 대한, 그의 따뜻한 언어로 토해내는 감사와
감격은 날마다 마주치는 사소한 일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잊고 사는 우리에게 희망을 얘기해 준다. 주변에 널려있는
보잘것없는 것들을 사무치게 그리워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생각케 한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면서 그가 들려주는
인생 예찬,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어보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더 깊은 성찰을 가지고 대해보자. 책 중간마다
김덕기 화가의 밝은 분위기의 그림들이 실려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절망과 우울함이 아니라,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다.
( 글: 송은순 사모, 전국연합회 영성부장, 독서프로그램 위원장, 델라웨어 한인교회)

“You Will Not Know”
By Jung Tae-gyu
“Even in the prison of the body that is immovable, the soul is free.” Is the thought I had after reading this book. The
author was suddenly diagnosed with Lou Gehrig's disease. As time goes by, there is nothing he could do alone. The
author has long been a high school teacher and is a novelist who has won the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Shin
choon moon ye). Although he was a teacher, he loved to write and would stay up late writing.
However, one day when he tried to put clothes on to go to work, he could not button-down the shirt, and while he
was writing on the chalkboard, his arms fell limply to his side. He dropped his utensils while eating and eventually
discovered that he had Lou Gehrig’s disease after visiting several hospitals. Lou Gehrig’s Disease or ALS, is a
neurodegenerative disease that destroys nerve cells that regulate muscle movement in the brain and the spine. As
time goes on the sufferer loses complete control of their muscles, leading to degeneration of the muscles, and in the
late stages leads to death as the individual cannot even breath.
In the early days after discovering his condition, he borrowed his wife's hand to write. But after he could not do
anything other than blink, so he wrote using an eye mouse. It is a device that allows you to use your computer by
detecting eye movements and flicker. It is this book that he has written using the device.
The author does not despair in pain. He rather comforts and cares about others through writing. He does not lose his
humor amid pain and despair. Thankfulness and emotions in his warm language about the days of his life, and the
days that remain, providing hope to those of us who forget how blessed are the little things that we face each day. It

reminds me that there are some people who live and miss the small things that are scattered around. Let's listen to his
life's praise as he crosses life and death with a praying mind. And let us look at the day given to us with a deeper
reflection. In the middle of the book there are bright drawings of painter Duk-gi Kim. We can see through the pictures
that the author wants to convey comfort and hope, not despair and depression, through this book.
(Written by Grace Song, NNKUMw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Director of Reading Program Committee, Delaware
KUMC)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 년차 대회

2018 년 4 년차 대회 안내
매 4 년마다 열리는 세계 감리교 여선교회 대회가 오하이오주 콜롬버스에서 2018 년 5 월 17-20 일 까지 열린다. 이번 모임은
여선교회 150 주년 모임으로 그 의미가 크다.
아래 편지에 있는 파랑색 온라인 주소를 누르면 등록할수 있다.
등록 $330.(편지로 등록할 경우 포함) *호텔은 각 연회에서 지정한 곳을 찾아 개인이 예약해야 한다.
*우분트 서비스데이 5 월 17 일 오전 9- 오후 3 시 ($60. 등록비 추가)
**장학금 신청은 12 월 1 일까지 온라인에서 다운 받아 할수 있다.
*** 자세한 안내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편지는 여선교회장인 Shannon Priddy 에게서 온 글을 번역한 것이다.
여선교회 회원들께,
여성들이 단합하면 담대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 일어납니다.
2018 년에 열릴 4 년 차 대회는 연합 감리 교회 여성 회원, 새로운 친구, 파트너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21 세기의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한 포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150 년의 역사 동안 조직하고 봉사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여성으로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정의의 사역으로 우리 서로와 교회 지도자들 및 파트너들과 더 깊은 관계를
쌓으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도전받기를 기꺼이 원할 것입니다. 4 년차
대회는 지역 사회 건설, 행동을 위한 훈련 및 미래를 위한 비전을 통해 놀라운 믿음의 여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대담하고 용기 있는 모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세계 변화를 위한 특별한 움직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2018 년 5 월 18-20 일
동안 열리는 연합 감리 교회 여선교회 4 년차 대회에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 4 년차 대회는 믿음의 여성들이 지역 사회에서 강력한 제자훈련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교제와
기회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영감을 주는 연설자들, 실제체험 전시회, 집중
웍샵 및 타운 홀 스타일의 회의를 통해 회원들은 대담하고 열정적인 150 년 사역의 한 부분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식, 용기와 결심을 가지고 4 년차 대회를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속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르심은 주위의 한 사람을 4 년차
대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부름에 응답 하시겠습니까?

umwassembly.org 에 가서 등록하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SHARE 페이지로 가면 있습니다.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ower of BOLD” Assembly in Columbus!
콜럼버스에서 열릴 "담대한 힘" 4 년차 대회에서 여러분을 만나길 기대합니다!
Sincerely,
Shannon Priddy, UMW President

2018 Assembly Guide

Dear Korean UMW
When women unite, BOLD and courageous actions happen.
Assembly 2018 will be a forum for United Methodist Women members, new friends and partners to gather, worship
and learn about the needs of women, children and youth in the 21st century. We will be claiming our 150-year history
as women who know how to organize and serve and are willing to be challenged to grow in our faith as we build
deeper connections with one another, church leaders and partners in the work of justice for all God’s children.
Assembly will offer an incredible personal faith journey through community building, training for action and visioning a
movement for the future. Bold and courageous ventures await us!
Join us in Columbus, Ohio at the United Methodist Women Assembly 2018, May 18-20, 2018, as we continue to be a
unique movement for transformation in our church and the world.
Assembly 2018 will be a time for fellowship and opportunity to empower faithful women to be stronger discipleship
leaders in their communities. Through moving worship, inspiring speakers, immersion experience exhibits, riveting
workshops and town hall-style meetings, members will leave Assembly with the knowledge, courage and
determination to change the world as part of a daring and compassionate 150-year-old movement. The Journey of
Mary, mother of Jesus, will guide our spiritual reflections throughout the weekend.
I am asking you to commit. Your call today is to commit to sending one person from your local unit to Assembly. Will
you answer the call?
Registration opens Sept. 1, 2017 with an early registration discount ending Nov. 30, 2017. Visit umwassembly.org to
register. Go to the SHARE page for resources to help spread the word. I look forward to seeing you at “The Power of
BOLD” Assembly in Columbus!
Sincerely,
Shannon Priddy, UMW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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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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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 He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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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