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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도자 훈련 세미나는 과연 어떤 곳 일까? 라는
호기심으로 엘에이 공항을 떠났다.
새벽 5 시 15 분 교회 마당에 모여 김낙인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우리는 테네시주 내쉬빌을
향하여 4 시간 비행, 중부 시간 포함하여 총 6 시간
걸려 당일 오후 3 시나 되서 도착을 했다. 짐을 끌고
들어 선 스카렛 베넷 대학의 전경은 고풍의
아름다운 건물들과 잘 가꾸어진 정원, 쾌적한 가을
날씨에 늦은 오후의 평온한 하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뉴욕, 뉴저지, 델라웨어, 조지아, 뉴잉글랜드,
남가주 등의 미국 전 지역에서 10 개 연합회가
연합하여 약 170 명의 연합감리교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였다. 지금까지 내가 속해 있는 개체
교회 여선교회에서는 느껴볼 수 없었던 여성들만의 단합과 여성 고유의 대단함이 내 눈을 번쩍 뜨게 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브를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그 때의 이브들이, 그리고 여선교회 목적문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해진 여성들이 모인 듯 했다. 내가 여성임이 자랑스럽고, 그런 나를 여성으로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자 하시면 나는 이 모습 이대로 “저요!” 하고 일어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그
온전함의 행렬에 동참해야 함이 합당하다고 생각 되었다.
전국 지도자 훈련 세미나는 2 년에 한 번씩 열린다. 김명래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전국연합회 여러 임원들의 헌신으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이를 통해 교회의 평신도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과 향상을 그 목적으로 두고 있다.
지도자는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말이 이 곳에서 실천되고 있었다. 내가 속해있는 연합감리교 여선교회의 지속적이며
철저한 교육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다. 같은 마음, 같은 비젼, 같은 열정으로 이렇게 이곳에서 170 여명의 여성이 또

전세계적으로 팔십만 명의 전 회원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 미래를 열고 있는
여선교회의 정신과 실천에 나의 안연한 마음이 다시 한번 숙연해졌다.
금년에 주제는 평화와 여성 공동체이다. 평화라는 주제를 앞에 놓고 김혜선
목사님의 마태복음의 씨에 관한 성경공부를 통하여, 김광태목사님과
권혁인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또 열네 명의 여강사분들의 웍샵을 통하여, 그리고
열세 개의 소그룹을 통하여 평화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Harriet Olson UMW 대표의 말씀을 통하여 한국의 정신대 문제를 이슈화시켜
유엔에 상정할 수 있도록 그 기초작업을 한 기관이 바로 내가 속해 있는 여선교회
임을 알게 되었다.
콩고와 그 주변 나라와의 갈등을 해결하고, 유라시아 독립을 돕는 일, 중앙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 등등 이런 모든 일들도 여선교회 UMW 가 함께 한 일
이었다.
남성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여성이 해냈다. 정확히 말하자면, 여성 공동체가
해왔고,
평화에 관하여서는 더욱 그러함을 배웠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은 여성
공동체를 부르신다. 이에, 겸손하게 손에 손을 잡고 지금 여기서 행동으로 저기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글:노영매권사,남가주 주님의 교회 여선교회 총회장)

What is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s president of UMW at my local church Bell Memorial
UMC, I was to attend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I
had an obligation to attend due to my new position, but
also deep in my heart my curiosity was stirred and I
questioned what this training was. I wanted to find out and
to do that I needed to go and see. It began early in the
morning 5:15 AM at our church parking lot. Two other
women from my local UMW and I received blessing from
Reverend Nak In Kim before leaving for LAX. It took us
about six hours fly to arrive in Nashville, Tennessee and we
landed into the Scarritt- Bennett Center, which was built in
1924-1927, we found ourselves in a beautiful antique

buildings surrounded by well- maintained trees and gardens.
That first day felt cozy under the late afternoon autumn sky.
Wow! Women Power and Togetherness!! From New York, New
Jersey, Delaware, N. Georgia, New England, Cal-Pacific,
Virginia, Pennsylvania, Illinois, and Nevada, 178 UMW members
got together. I never felt this amazing power from the local
church. Everyone here was committed to empower each other
by learning together and getting trained by whatever was
prepared in front of us the next four days. For me, each member
was like Eve whom God created and said, “It is very good”.
Each woman here was experiencing freedom just as stated in
the Purpose of UMW. All these thoughts made me appreciate
myself as a woman and thankful to God. It made me say,
“YES!” to Him if He ever calls me for his purpose.
This event is scheduled every two years. The purpose is to educate female lay members of the church to develop their
leadership so that they can go back to their local church and practice what they learned. It was an eye opening
experience to see so many resources and meet many valuable individuals. I had been a member of UMW for 32 years
and it was a shame that I did not know more and was never deeply involved in this well-organized and historical
institution. Through this education and training UMW members could work with same mind, same vision, and same
passion. The 178 members at this training could now spread to 800, 000 members all over the world. This UMW spirit
and practice made me feel renewed in my mind as a United Methodist Women.
The theme of this year’s training was “Peace & Women’s Community”. Reverend Hye Sun Kim gave us a lecture from
Matthew 13:1-9 (Me as a seed of peace), Ephesians:1-6(Community making peace), and Roman 15:13 (How to make
peace). There were two other reverends, Kim Kwang Tae and Kwon Hyuck In. They gave a sermon about Women
Community, Justice, Love & Life. There were 14 workshops covering various areas such as UMW Mission History,
UMw network, participation in society, racism, prison ministry and lay women missionaries. There were also 13
different small groups with about 15 people in each group. During small group, we discussed how to personalize
what we were learning. At the very beginning, Harriet Olson, the chief executive officer of UMW spoke about UMW
current issues. One highlight was how the UMW first presented the issue of Korean Comfort Women to United Nations.
UMW did a lot of groundwork by gathering a great deal of data from interviews and the media. Besides this, UMW also
helped to solve the conflict in Congo with
surrounding countries by sending women
missionaries to the Congolese women.
They sent women missionaries to Africa,
Russia and the Middle East to teach and
equip women serve their own
communities.
Women can do things that men cannot
do. More precisely speaking, women
communities are often better equipped to
address issues like peace and indeed
communities of women have been
successful. Our God calls u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Who will face the
conflict and take action? We are called to
make a better world for our future
generations. As women in the UMW, we
should respond and follow our Lord’s
calling.
(Written by Youngmae Noh, Bell UMC, Cal-Pac KUMw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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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을 심는 일은...
1, 물질에 대한 두려움과 유혹 그리고 기도:
2 년전 한인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전국 지도자
훈련에서 시도한 가상의 선교 프로젝트 ‘유학생
선교’를 실제로 이뤄보기 위해서 1000 불의 씨드
헌금을 받고 보니 처음에는 너무 부담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매번 다음
달 집 값 걱정을 해야하는 형편이어서 급할 땐
렌트비로 사용해야 하나..하는 물질에 대한
유혹이 있었고, 아니면 유학생 모임을 위한 23 번 식사 대접으로, 또는 우리 교회 헌금으로
내면 짧은 시간 쉽게 사라져버릴 수 있는 진짜
돈! 이었기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이 귀한 헌금을 진정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강하게 주셨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2, 선교를 위한 물질 훈련
그리곤 우연히 은행으로 취직되었고, 보스톤의 유일한 한국인 은행원이 되면서 직장을 선교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직장을
통해 많은 유학생 및 유학생 부부, 퇴직한 노인분들을 만나 그분들의 직면한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들었을 때 전국
지도자 훈련에서 배웠던 선교방법을 대입하며, 직간접으로 도우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매일 돈을
관리하는 훈련 또한 직장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금 1000 불을 Saving 계좌에 넣어두고 시작하였습니다.
3. 활동보고
그 후 유학생 청년사역을 위해 두어 달에 한 번씩 남편이 속해있는 운동 모임의 유학생들 및 가족들이 우리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 방법은 씨드머니 1000 불 중 100 불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청년들이 나누어 내기 때문에 부담없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해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직간접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인데,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씨드머니를 다시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렵게
헌금해주셨던 스몰 그룹 7 원들이 생각이 나서입니다.
어느덧 반을 모으고있던중 이번 네쉬빌 전국훈련을 등록하는 시기가 돌아왔습니다.제 마음에 제가 네쉬빌에서 받았던 영적
회복과 생기를 더 많은 저희 교회 여선교회분들과 함께하길 기도하면서 인도함을 구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40 살 후 가정이 많은데, 높은 물가로 인하여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분들이 많은 상황이라, 등록비의 부담으로
결정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미란사모님과 상의드린후, 씨드머니
반환을 저희 교회 여선교회를 통한 네쉬빌 보조금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2 년 전 3 명의 참석자가 6 명이 되었습니다! 6 명중 3 명에게 발을
디딜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실어주었고, 그중 저도 포함되어서 오늘
반갑게 참석하고 선교보고를 할수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6 명의 은혜의 힘은 참으로 파워풀한 사랑과 감동으로 또 다른
선교를 향한 빛으로 다가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도 앞으로 네쉬빌 전국 훈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후원금을 드리기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또 벌써부터 2 년후 더 많은
여선교회 친구,언니 집사님분들이 가시기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4.복음의 씨앗과 감사
제가 2 년동안 느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첫째, 저에게 물질을 훈련시키셔서, 물질이 어렵지 않게 해주셨고, 오히려 복음의
생기를 나누는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해주시는 경험을 통해 믿음이 생겼습니다.
둘째, 우리 여성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이곳 전 지도자 훈련에 대한 저희 교회의 관심과 기도를 받는 통로로
사용해주셨습니다.
셋째, 그 복음의 씨앗이 바로 제게 직접 뿌려져 제 영과 육을 더욱 단단하게 해주셨고, 신앙의 근육을 키울수 있었던 귀한
경험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던 스몰그룹이자 이 가상 선교 프로젝트의 후원이되어주신 그룹 ’7’ 가족분들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넉넉치
않은 경제적 상황에서도 헌금을 주셨던 할머니 사모님의 믿음. 복음을 위해 사용될거라고 믿고 기도해주시는 그 자리 모든

집사님. 권사님, 사모님들의 사랑과 믿음이 저를 감동시켜 주셨고, 주님의 일을 청지기로서의 사명으로 해낼 수 있게
해주셨네요. 응원과 기도와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가족없이 외롭고 경제적 어려운 이민 1 세대가 된 힘없는 유학생
부부에게, 어떤 고난에서도 그 상황을 넘어 주님을 바라고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준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과 받은 사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글: 정종은집사, 비젼교회, 뉴 잉글랜드 연합회)

“Seed money” was planted two years ago...
At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s National Leadership
Training(NLT) in Nashville two years ago,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attempt a hypothetical mission project called “Mission in the midst of
international students,” and I was greatly challenged by the “seed
money” in the amount of $1000 that was offered to me by 7 motivated
members of my small group. The reason for being challenged was that I
was in serious financial difficulty and the money was very attractive.
Nevertheless, there was a gentle but very firm voice inside me which led
me to pray, “may God take total control over my will, and grant me
guidance.”
Coincidentally, I happened to find a job at the bank shortly after the
incident. I have become the only Korean bank clerk in the Boston area,
and I based my work place as my mission field from then on. As I
encountered all kinds of Koreans in various statuses & situations
through my work place, I could bestow upon them what I have learned
at the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t the same time, I was
being well trained to manage money as well in the line of my new
career. So I started my mission project by depositing the $1000 in my
savings account.
My husband and I invited people we meet at all kinds of social activities
to serve & share the food together at our home using the 10% of the “seed money” once every two months or so to
be continued. Having fellowships with Christians and non-Christians over food, I noticed, helps a great deal in
sharing the good news to each other directly and indirectly. I’ll gladly continue to do so. I’ve learned, to plant the
seed in as far as what God commanded and to be expected. However, to grow is based on the absolute divine power
of God the Father. The thought of those seven donators from the small group in Nashville, fills my heart with a strong
desire to continue to save more and spread the good news with the “seed money.”
Halfway through, the time to register for the next NNKUMw NLT came again.
I’ve wished and prayed for a guide, to be able to share the experiences in spiritual recuperation and hope of joy with
everyone in the Women’s ministry of my church as well.
Since much of the congregation of my church is a younger crowd and of a low-income bracket, many are facing
financial difficulties, so it came as quite of burden to decide to join the conference trip. Therefore, I discussed the
issue with my small group leader Miran Choi, and we decided to turn the seed money as a subsidy for the application
fees during registration.
As a result, the participants were increased
by 50% this year. Half of the participants
including myself received the benefit of the
subsidy. I have no doubt but the power of
God will move through these six people, to
bring out the brilliance of His kingdom.
Moreover, my church has decided to grant
subsidies for those who wish to participate
in the NNKUMw NLT Conference in the
future. There are so many more potential
participants standing by for the next one!
Throughout the past two years, I have
noticed that God had disciplined me to be
bold in my tasks under any circumstances.
Furthermore, I gained a stronger faith

through these experiences. God has used me as pathway for our Vision Grace UMC to have interests and concerns.
Additionally, prayer has been a guiding light for my growth in maturity as a woman of faith.
I testify God planted the seed of the good news in my heart, to be strengthened both physically and spiritually through
this experience and knowledge with the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I thank everyone with love and support
in prayers, especially for the seven members of my small group, those who offered me assistance in times of difficult
finances, and those who believed in God to work through one like me to help touch my heart so deeply and that led
me to take courage in managing this ministry. I thank all for the love, care, support, and prayers. It was one of the
greatest privileges for me to offer and contribute my best to be confirmed as follower of Jesus. And most importantly,
I give thanks to God and the glory of one who is worthy of praise!
(Written by Chongeun Chung, Vision Grace KUMC, New England. Translated by Heejung C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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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평화 이야기
우리는
평화를
평화가
그러나
그리고
끝없는
우리는

늘 외칩니다.
원해요!
필요해요!
내 속 깊은 곳의 불신, 욕심
쓰라린 상처들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허덕입니다.

잠시 머무는 평화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조용히 스치는 바람 소리
빛나는 저녁별
석양으로 물든 서녁 하늘
그 속에서 느끼는 창조주의 숨결…
자연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속에서 맛보는
평화…
그러나 진정 내 삶을 충만케 하는 그 샬롬의
평화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말합니다.
지금 나는 이 순간 너무나 평화스럽습니다.
집을 떠나 찾아온 전국 여선교회 지도자 훈련모임의 시간…
머리에 가득 찼던 집안 걱정, 세상 걱정 다 내려놓고
텅 빈 머리와 텅 빈 가슴에
주님께서 무엇으로 채워주실까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이 시간
행복한 평화가 제 가슴에 가득합니다.

또 누군가가 말합니다.제단 앞 십자가,
그 생명의 빛이 환히 비치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 ,
그분의 따스한 품과 부드러운 음성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
“두려움과 고통을 내려놓으렴……”
내 심령에 들리는 그 말씀

주님께 내려놓고 맡기는 그 시간
밀려오는 평안의 물결!
또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나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다니
그 은혜, 그 사랑!
내 속에 넘치는 주의 사랑은
나를 너머 밖으로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샬롬! 당신은 어떤 모습입니까?
때로는 작은 촛불
때로는 붉게 타오르는 장작불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그들의 마음에 소망의 불을 밝혀주는 것
한없이 낮아져서
십자가 아래서 나를 비우고 또 비워
주님의 고난으로 나를 채울 때
너를 위해 만들어지는 징검다리 하나

이 세대 이 지역에 던져진 모퉁이 돌 하나
거친 모양 못난 색깔
가치 없고 볼품없는 작은 돌
그러나 화난 자의 발에 차이면 화풀이가 되고
큰 댐 안에서 거대한 물줄기를 멈추게 하는
작은 하나의 물막이가 되리
아! 거창하고 위대한 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이제 평화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습니다.
어두운 밤을 헤치고
엉겅퀴와 같은 고통과 가시로
가득 찬 모든 것에서
주님의 빛을 향해 손을 내밀 때
너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고
너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너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너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글: 전국지도자훈련 소그룹 1 인도자:이경신, 김성실 / 정리: 김지영, 이성년, 장태숙, 조충자, 신영심, 이진미, 김추자,
최은심, 류양자, 이서영)

Our Peace Story
We always cry out.
We want peace!
We need peace!
But the unbelief and greed deep down in our heart
And with bitter wounds
In a whirlwind of endless conflict
We struggle.
There are moments of peace that stay for a while.
Sound of gentle breeze
Shining evening stars
The western sky drenched in the setting sun
The breath of the Creator we feel in the midst of it all…
Peace in the beauty and greatness of nature…

But the peace of that Shalom that truly fills my life
Where can I find it?
Someone says
Now I am so peaceful at this moment.
Time to attend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s Leadership training by leaving home
Putting down all the worries about the family and the troubles of the world that filled my head
The time that is full of expectations and excitements of what the Lord will fill up with
In an empty head and empty heart.
A happy peace filled up my heart.
Someone else says.
The cross before the altar,
The place where the light of life shines brightly.
Time to kneel and wait for the Lord
Time to wait
Expecting His warmth and soft voice
“Put down fear and pain…”
The words which I hear in my mind
The time to lay down and entrust to the Lord
The surging wave of peace!

There is another confession.
The Lord loves me who is nobody
That grace, that love!
The love of Lord that overflows in me
It flows out beyond me.
Shalom! What do you look like?

Sometimes a small candle
Sometimes burning firewood with a red glow
Melting the frozen hearts
Lighting
The fire of hope in their hearts
As low as ever
Empty myself under the cross and empty again
When I fill myself with the sufferings of the Lord
One stepping stone bridge made for you.
One corner stone thrown into this generation, in this place
Rough shape, ugly color
A worthless ugly little stone
But if kicked by an angry man’s foot, it becomes something to vent anger out
And it will become a small water stopper
To stop a huge stream of water like a large dam.
Ah! Although it may not be a tremendous and great work
We can now do something for peace
We have confidence
Because when reaching out to the light of the Lord
Through the dark night
From everything full of
Pain and thorns like thistles
Your pains
Become our pains
Your tears
Become our tears
Your joy
Becomes our joy
And your hope
Becomes our hope.

2017 전국훈련(4)
평화란..
평화는 평화시장에서 시작한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분쟁 없이 화목하게 살 수 있을까?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선물이다
평화는 겸손히 하나님과 걷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다.
평화는 사랑에 바탕을 둔 조화로운 관계,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조화이다.
평화란 마지막까지
같이 품고 떠나고 싶은
하나님이 주신 씨앗의 열매…
(글: 전국 지도자 훈련 소그룹 12 인도자: 김매리안/ 김옥남, 정해원, 안영신, 남창선, 김진, 박창혜, 한영은, 정병란, 고보아,
엄은란)

Peace begins from the "Peace Store."
Peace begins from the "Peace Store."
But there are many people.
Can they live in harmony without disputes?
Peace is God's presence from heavens,
a gift from God.
Peace is walking humbly with God,
obeying God's will.
an effort to recover relationships.
Peace is a relationship in harmony,
based on love,
harmony through hearts.
Peace is a fruit of the seed
given from God
that I want to hold on
till my last breath.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아름답고 귀한 찬양제
제 14 회 연합 선교 찬양제가 9 월 17 일 주일 저녁
오후 6 시에 후러싱제일교회에서 250 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아름다운 계절에 뉴욕연회에
소속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젊은
청장년들, 어린이들이 모두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다. 매년 느끼지만, 함께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은혜와 치유의 자리이다.
후러싱제일교회 담임이신 김정호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 ‘거룩한 싸움의 승리’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거룩한 싸움’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는 싸움인 것이다. 그러기에 모두 함께
모여 한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행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그리고 이 자리는
그저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아시아 여성과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전도부인 사역으로 울려 퍼지는 찬양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후러싱 제일교회 총 여선교회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받은 후 본당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 본
교회의 청년 공동체의 신나는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벌써 활짝 열렸고 하나님께서 부어 주실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

항상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예배가 있다. 오늘도 예배와 찬양을 통해 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도 임할 것을 소원하고 기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찬양제가 시작되었다.
이번 찬양제는 8 교회가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작은 손으로 핸드벨을 연주하며 노래한 어린이 합창단, 남성
중창과 이중창, 메조소프라노와 테너 솔로, 각 교회의 찬양,
그리고 찬조출연으로 ‘아름다운 선교 무용단’의 북 공연이
무대를 장식했다. 아름다운 곡조가 흘러나올 때마다 마음의
뭉클함과 눈시울을 뜨겁게 한 눈물, 얼굴에는 환한 미소,
그리고 한 무대가 끝날 때마다 환호의 소리와 박수가 넓은
본당을 꽉 채웠다. 우리도 이렇게 흥분되고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최선을 다해 부르는 찬양과 우리의
몸짓, 모습들을 보시고 아마 우리 하나님도 흥분 했으리라..
이시간이 영원히 지속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날이 곧
오리라는 소망을 안고 내년 찬양제를 기다리며 만백성 교회
이종범 목사님의 축도로 제 14 회 연합 선교 찬양제를 마쳤다.
이 지면을 통해 찬양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과 협조해주신
각 교회와 목사님들, 선교헌금과 광고로 함께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귀한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후러싱제일교회 담임 목사님과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린다.

(글: 김순덕집사, 뉴욕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포트 와싱톤 연합감리교회)

The 14th Annual Praise Night
The 14th annual praise night was held on September
17th at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FUMC). About 250 people of all ages from across the
New York conference gathered together during this
beautiful fall evening to worship and to hold a praise
night. It is our privilege as children of God to worship
and to praise Him, and to experience His grace and
healing power.
Pastor Chong Ho Kim of the FUMC gave the sermon
titled the “Victory of the Holy War.” I believe that we
as Christians are participants in this Holy War, and
although we take part in it, it is our God who leads
this war into victory. Therefore, we are gathered
together with one voice and one mind to express our
love for Him through praise, which is a beautiful act. Also, praising Him is not just through singing songs, but this
gathering had a greater meaning that resonates with the Bible Women mission for women, children and youth in Asia.
After having a delicious dinner prepared for by the First UMW of the church, we gathered in the sanctuary to prepare
our mind and spirit to worship God by singing songs, led by the praise team of the church. It is here that we are
prepared to open our hearts and be ready to receive God’s grace and blessing. When we are gathered together we
would worship first. Therefore, we dedicate our hearts to God through the worship and then begin our praise
program.We proceeded with the 14th annual praise night with 8 participating churches, with a variety of music
including a children’s choir, men’s ensemble, duet, solos by a mezzo soprano, a tenor, praise songs from each of the
churches’ choirs, and a special presentation of “Arumdaun (Beautiful) mission dance of Korean drums.” The beautiful
melodies of the songs have warmed our hearts and brought tears to our eyes as a joyful expression on our
face. When each group finished their performance, they were met with loud applause and cheers which filled the

whole sanctuary. If we can receive much excitement from this
praise event I wondered how God would have felt to see our best
expressions of praise to Him through our motion and voices. Oh,
how great would it be if this time would last forever! It is our hope
that day will come soon, but for now we wait for next year. We
ended the annual praise night with the benediction from Pastor
Jong Bum Lee of Marn-Baeksung UMC.
It is my sincere appreciation to the participating churches, their
pastors, members and business owners who made this 14th
annual praise night possible. I also give special thanks to Rev
Chong Ho Kim and the local unit of the United Methodist Women
at the FUMC in Flushing for their accommodation and hospitality.
(Written by Dorothy S. Kim, President of the NYCKUMw Network
Member of the Port Washington UMC)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
맑고 화창한 가을 하늘아래 북가주 여선교 연합회
선교걷기 행사가 오늘 10 월 7 일 토요일 오전 10 시부터
Lake Chabot, Castro Valley, CA.에서 진행 되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간 초 가을을 알리는듯 조금은
따스한 가을바람과 함께 먼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오클랜드 한인 연합 감리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강원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8 절의 말씀으로 한국
감리교회와 여선교회의 역사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선교 사역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깨닫게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몇분들의 여 선교사님들을 소개하시면서 그들의
순례의 여정속에 함께했던 여선교회 회원들의 헌신과
순종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이기에 충분 했습니다.
북가주 여선교 연합회 행사중에 하나인 선교걷기 행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선교사역에 동참하며 특히 우리 옛날 조선의
여인들과 같이 지금 이 시대에 소외된 아시아의 여성들을 돕는 전도부인 사역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실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가서 열방을 섬길수는 없지만 오늘 행사에 참여하여 보내는 선교사의 임무를 감당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했습니다.
한걸음--- 한걸음--아시아 전도 부인 사역을 생각하며 내딛는 우리의 발걸음은 기쁨과 함께 복음 전파의 소망으로 가득차 버렸습니다.
오클랜드 한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께서 준비해 주신 맛있고 풍성한 점심으로 우리의 허기를 채우며 사랑의 대화를
나누는 우리의 모습속에서 여선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볼수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와 헌신으로 보내는
선교사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북가주의 모든 행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 드렸습니다.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Missionaries… Supporters...
Under a clear and sunny autumnal sky, the Northern California United
Methodist Women’s Organization held their Walk-A-Thon on Saturday,
October 7, 2017 at 10am at Lake Chabot Park in Castro Valley, CA. After a
hot and sweltering summer, the welcoming cool and gentle wind of autumn
was greeted with a service of worship and the Word.
The reverend from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Reverend Kang
Won Lee, spoke on Acts 1:8, connecting it to the history of the Methodist
Church and the Women’s ministry. In taking in the sermon, we were made to
realize the mission work that was made possible through God’s love and
guidance.
In particular, a few female missionaries were introduced and the sacrifices of
the women who aided in the day to day of their pilgrimages were shared,
stirring conviction in our hearts.
One of the events that the Northern California United Methodist Women’s
Organization holds is the Walk-A-Thon, which involves God’s holy mission
work and missionaries. In particular, much like the historic Joseon female,
there are modern Asian women who are in need of aid and ministering to them is the work of the Women’s Asia
Evangelism ministry. Supporting and partaking in this ministry produced in me great joy.
Though we cannot all go out and serve the nations in person, participating in the ministry today and supporting the
missionaries who go out through our donations was a reason to give praise and thanks to our gracious and loving
Father.
One step at a time…
In thinking about the Women’s Asia Evangelism ministry,
each footstep brought more joy as the hope of the spread
of the Gospel filled in me.
Thanks to the delicious and bountiful lunch prepared and
provided by the Oak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s
members, our hunger was satisfied and conversations of
love were shared in fellowship and community. The beauty
of the Women’s ministry was made evident in the midst of
it all.
With an obedience to the Word and a commitment to
prayer, we lifted up today to the Lord. We believe that God
will bless all of the events and ministries that the Northern
California Women’s Organization holds, so that His glory is
made clear to all.

(Written: Man Kum Choi, President of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Korean United Metho dist Church of
Santa Clara Valley)

종교개혁 500 주년: 여성, 평신도에게 길을 묻는다!

(10 월호에선 지난달에 이어 2 부를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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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데 이 행사에 평신도
여성의 입장에서 강사로 초대받아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이다. 초청해
주신 김정호 담임목사님과 성도들께 감사를 드린다. 종교개혁 500 주년은
다양한 의미를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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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번역)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28, 표준 새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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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 웨슬리 목사와 감리교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
요한 웨슬리 목사는 1703 년 영국의 웹월스에서 성공회 목사였던
사무엘 웨슬리와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 사이의 19 명의 자녀중
15 번째로 태어났다.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에게 규칙적이고 엄격한
신앙훈련을 시켰고, 아이들을 한 명씩 밤에 따로 시간을 내어 만나
고민을 듣고 대화하였다. 요한 웨슬리는 목요일 밤마다 어머니와
만났으며, 성장한 후에도 평생 목요일 밤의 시간을 그리워하였다. 또한,
수산나 웨슬리는 자신의 부엌에서 가정집회를 인도하였는데 주일 오후
예배가 없었을 때 가족을 위한 기도, 설교 낭독, 신앙 대화, 경건주의
서적 읽기를 실시하여 교구에서 성도들이 200 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한다. 당시 여성이 집회를 인도할 수 없었으나 수산나는 파격적인
사역을 한 것이었다. 오늘 영국감리교회의 여선교회는 바로 수산나의 그
부엌에서 시작되었다.그녀는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고 그
덕분에 사무엘 웨슬리는 교인들과의 갈등이 있었으나 은퇴할 때까지 한
교회에서 장기목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수산나의 실천적인 사역은 아들인 요한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요한 웨슬리는 자신이 시작한 감리교 운동에서 속회
모임을 위한 인도자로 여성들을 임명하였고, 여성들이 요한 웨슬리의 설교를 낭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요한 웨슬리와 함께
감리교 운동에 참여한 여성 중에는 영적 후원자 셀레나 헤이스팅스, 감리교 여성 설교자의 원형이 된 메리 보산켓, 감리교
비공식 여성 설교자 사라 크로스비, 재정적 후원자 레이디 멕스웰, 파운더리 신도회의 엘리자베스 볼티모어, 감리교 여성
순회설교자 앤 로저스, 등이 있었다.
특별히 사라 크로스비는 젊은 날에 과부가 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속회에 참석하여 영국 국교회의 젊은
목사인 요한 웨슬레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 그 당시 영국 국교회도 돌보지 않는 악명높은 교도소에 가서 일반 죄수들과
사형수들에게 요한 웨슬레 목사의 설교를 읽어주고 함께 기도해 주었는데 그녀를 통해 죄수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영접하는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 결국, 그녀는 교도소의 전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는데 요한 웨슬레는 그녀의 장례식에서 가장
신실하게 여기던 감리교인이었던 그녀가 모든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갔다고 추모사를 하였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경제적으로 빈부차가 심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희망없이 살며 어린아이들까지 노동력이 착취되던
시대였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를 통해 훈련받은 여성들은 가난한 가정을 방문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주일학교를 돌보는

목회적 사명을 다하였다. 그 결과 요한 웨슬리의 영적 각성 운동으로, 개인 영성과 사회 영성을 주장하던 감리교운동은
부패되었던 영국 사회를 프랑스처럼 피 흘리는 혁명이 없이 구원하였다고 후대의 역사가들이 말하고 있다. 웨슬리 시대 영국
여성들도 사회적 지위가 없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가정을 돌보는 주부로 살아가던 시대였는데, 그녀들이 종교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참고 서적 및 자료)
1.존 웨슬리: 성결한 마음과 삶을 위하여 (챨스 유리겐 Jr. 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여성 신학 이야기 (안상님 저, 대한기독교서회)
3.한국 감리교회 여선교회 역사 (이덕주 저, 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4.자유를 위한 탄생: 미국 여성의 역사 (사라 에번스 저, 이화여대 출판부)
5.아메리카로 가는 길: 한인 하와이 이민사 (1896-1910), 늘녁 2002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전국연합회)

*2017 년 8 월 9 일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종교개혁 500 주년 세미나에서 강의한 내용을 4 번에 걸쳐 연재할 예정으로 이달은
두번째 글이다.

John Wesley and the Women in the Methodist Movement
John Wesley was born in 1703 in 웹윌즈, England. He was the 15th
child of 19 under the father Samuel Wesley, who was an Episcopal
minister, and mother
Susanna Wesley. Susanna disciplined her children under a very strict
and systematic spiritual life when raising her children. During the
evenings before bedtime, she made a schedule for each child to listen
to their struggles and have conversations with.
Every Thursday evening was John Wesley’s time with his mother. Even
after he became an adult, he longed for those times.
While also raising her children under a pious life, Suzanna opened her
home to the women around town and led home-meetings in her
kitchen when Sunday afternoon services were not held. She offered
prayers for the families, read Sunday sermons, led conversations on the life journey of faith, and offered pious book
reading programs. There were 200 people that attended from her parish. Even when woman were not allowed to lead
religious meetings, she radically carried her ministry. It was Suzanna Wesley who started the church’s woman mission
movement of the Methodist Church in England from her kitchen. She was a respected leader although there were
some issues with her leading as a woman amongst Samuel Wesley’s church members. At the same time, with
Suzanna’s help Samuel Wesley could stay in one parish for a long period of time.
Suzanna’s practices in ministry influenced John Wesley greatly. He appointed women as leaders of small group
meetings of his Methodist movement and allowed women to recite his sermons at public gatherings. There were many
women leaders who participated with John Wesley in the Methodist movement; spiritual supporter, the first model for
Methodist women preacher Mary , Methodist non official woman preacher Sarah Crosby, financial supporter Lady
Maxwell, Elizabeth Baltimore and Methodist woman circuit preacher Anne Rogers.
When Sarah Crosby became a young widow living without any hope, she attended a small group meeting led by a
young minister John Wesley, who was an ordained minister of the Church of England. She was moved by his sermon
and began her prison ministry. She regularly visited the place where the government had no interest and ministered to
the prisoners awaiting the death penalty by reading sermons of John Wesley’s and prayed for them. This led to the
spiritual movement within the prison of repenting their wrong deeds and receiving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Finally
she passed away from a contagious disease from the prison. At her funeral service, John Wesley said that Sarah
Crosby was one of the most sincere Methodists who returned to heaven after all her work. By embracing her life and
keeping her faith all the way to the end of her life she carried her faith by helping and leading people to the Lord.
At that time in Engl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impacted people’s lives.

Economically there was a great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the exploitation of a child labor was a
common practice. The women who were trained under John Wesley acted upon their callings by visiting poor families,
establishing Sunday Schools, and leading small group meetings.
Many historians admit that the result of the Methodist movement under the leadership of John Wesley, with his
emphasis on the spirituality of the individual and the society, saved many from the blood shed of revolution in the
country, which happened in France.
In Wesley’s time, women’s status was to marry, stay home, and take care of the household by having children and
raising them. But those women who responded to their calls and acted upon their faith overcame the religious and
cultural barriers of their time, and participated in the history of God’s mission.
(Written by Myung Rae Kim, National Network of KU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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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ill be presented in 4 series of a seminar on the commemoration of the 500 years of Reformation given on August
9, 2017 at the First UMC of Flushing.

한국여선교회 역사 - 홍에스더

기독교 여성운동의 개척자 홍에스더
1947 년 해방 이후, 부인회로 바뀌었던 명칭은 다시 여선교회로 복구되었다. 이때 회장을 맡아 여선교회의 재건과 부흥을
위해 노력했던 홍에스더는 감리회보를 통해 여선교회원으로서의 결연한 자신의 의지를 이렇게 피력했다.
“ 친애하는 전선에 흩어져서 한뜻으로 활동하시는 선교회원 제위의 건강을 빌며 우리의 목적인 교회를 돕고 복음을 삼천만
동포에게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여 활동하실 줄 아옵고 같은 뜻을 가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우리는 명예나
지위를 바라고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요, 명예도 수고도 모든 것을 희생하고 노력하시는 줄 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아름다운 뜻을 잊지 말고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힘써 봉사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첫
여선교대회가 개최된 정동교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홍에스더의 당부는 그녀가 20 여 년 세월을 어떻게 여선교회에
헌신하였는지는 미루어 짐작되고도 남는 대목이다.
홍에스더는 1892 년 서울 새문안에서 아버지 홍정우와 어머니 한메리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다. 독립협회의 간부로 활동한
정치가이며 사회운동가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일찍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홍에스더는 이화학당에 입학하게 된다.
1912 년 이화학당 중학과를 졸업한 이후 이화 여자 보통학교 교사로 활동하던 그녀는 1917 년 이화학당 대학과에 진학했다.
대학과에 진학 중이던 1920 년, 홍에스더는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동료들과 ‘이화 7 인 전도대’ 를 조직하여 전국을 순회하는
전도여행을 나서기로 결단한다. 이들은 전국 순례에 앞서 흰 헝겊에 붉은 십자가를 두른 전도대 기를 만들고, 찬송가 곡조에
맞춘 전도대가도 만들었다. “우리는 다 주의 십자가 군병들, 그리스도의 나라 전파하기 위해, 복음을 손에 들고 전하러
나가세, 앞으로 나가 십자가 군병들, 기를 높이 들고서 앞으로 전진 전진하세” 전도대가 가사 속에는 나라 잃은 젊은이들의
민족애와 꺾이지 않는 기상을 담았다.
1920 년 6 월 첫 목적지인 평양으로 출발하여 낮에는 집집이 방문 전도를 하였고 들에서 일하고 있는 농부들을 찾아갔으며,
밤에는 소학교에서 강연회를 열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으나 일본 경찰의 감시와 방해가 집요해 결국 한
달여 만에 전도여행은 중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짧은 전도여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 여 명이 넘는 새 신자를 얻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1922 년 이화학당 대학과 졸업 후 그녀는 미국 유학길에 오른다. 테네시주 스카릿대학 신학부를 졸업한 이후 1926 년 귀국,
오늘의 감리교신학대학교인 협성신학교 교수로 부임하여 한국 최초의 여성 교수가 되었다. 그녀의 여성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1927 년 조선여자 기독교 청년회인 YWCA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항일 여성운동 단체인 근우회가 창립될 당시
중앙집행위원회를 맡기도 했다. 3.1 운동 이후 교육사업과 폭넓은 여성운동에 참여해 온 홍에스더는 북감리회 여선교회와
남감리회 여선교회가 통합된 ‘기독교 조선감리회 여선교회’ 초대 회장에 선출된다.
기독교 조선감리회가 출범하면서 여성 목사 안수의 길이 열렸으며, 마침내 1931 년 여선교사 14 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듬해에도 여선교사 10 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때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여선교회 회장인 홍에스더의 목사안수가
진행중이었는데 YMCA 운동가인 이명원과 결혼하면서 그녀는 목사안수를 포기하였다. 교역자는 가정의 책임이 없어야
한다는 당시의 통념 속에 결혼과 목회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홍에스더가 여선교회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던 시기, 일제는 전시체제를 강화하면서 한국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다. 1941 년
친일적인 기독교 조선감리교단이 세워지면서 여선교대회는 해산되었다. 연 1 회 모이는 지방 대표들의 화합의 장이던
여선교대회는 오늘의 여선교회 전국대회에
해당된다. 여선교대회 대신 교단 안에
연합여자사업부가 만들어지고 여선교회는
부인회로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 미일전쟁의
발발과 함께 대부분의 활동은 중단되기에
이른다.
해방 이후 여선교회는 한국사회의 혼란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여선교회는 부녀국 산하
조직이 되었고 홍에스더는 부녀국 총무가
되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피난지 부산에서
사업을 재개하며 자치적이고 자율적인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처럼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여러 고비를 넘으며 오늘에 닿을
수 있었다.
감리교신학교 최초의 한국인 여성 교수이며 한국
기독교 여성운동을 주도한 선구자 홍에스더. 감리교 여선교회 120 주년 시점인 오늘 그녀의 눈물 어린 헌신을 되새겨 보는
것은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글: 이미숙 집사, 전국연합회 역사부장, 베다니 KUMC, GA, / 자료: 한국여선교회 전국연합회 2017 년 공과책)

Esther Hong, Pioneer of the Christian Women’s Movement
After Korea was liberated from Japanese rule in 1947, the Women’s Society took back its
previous name,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Esther Hong became its president and
tried to restructure and revive the organization. She expressed her determination as its
member in the Methodist Report as following:
“I pray for the health of missionary members whom I love dearly. I know you are working
hard on the frontline of mission, scattered here and there yet united in one purpose. My
prayers go out to all of you who are helping church and spreading the gospel to 30 million
Koreans. I know that you do not work to get honor or recognition for yourself. In fact, you
have sacrificed your self-interest and honor. Let us not forget the beauty of our ministry,
and continue to serve our church. This is the mission that God had entrusted to u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essage quoted above can indisputably predict how Esther
Hong, elected as the president at the first gathering of Women’s Missionary Society at
Jeongdong Church, devoted her twenty years of life to the organization.
Esther Hong was born as the eldest daughter of Jung Woo Hong and Mary Han in 1892. Esther Hong accepted
Christian faith early under the influence of her father. He was a politician and social activist of the independent
association. Esther attended Ehwa School. After graduating from Ewha Junior School (equivalent to today’s high
school) in 1912, she became a primary school teacher at Ewha Elementary School. She entered Ehwa College in
1917.
While still in college, she organized a “seven-people evangelism group,” and went on an evangelistic journey around
the country during summer vacation in 1920. Before they took off to the national pilgrimage, they made a white banner
with a red cross around it. They also formed an evangelist band that sang hymns. "We are all soldiers of the cross, we
will march to proclaim the kingdom of Christ, and we will march with the gospel in our hand..." The grief and strong
patriotism of the young people who lost their country were resonated in the lyrics of the hymns they sang.

In June of 1920, the “seven-people evangelism group,” started its first trip to
Pyongyang, and initiated door-to-door evangelism during the day. Furthermore, the
group visited farmers who worked in the fields and held meetings at the elementary
school when the sun was down. Although they were welcomed by many, the surveillance
and interruption of the Japanese police were persistent. And after a month, the
evangelistic trip had to stop. However, the effort to increase the presence of Methodist
women in various locations did succeed. Even though the evangelistic trip was shortlived, it had a great harvest of over five hundred new believers.
After graduating from Ewha College in 1922, Esther Hong made her way to study abroad
in the United States. After graduating from the Department of Theology at the Scarritt
Bennett College, in Tennessee, she returned to Korea in 1926. She became the first
female professor at the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in 1926. At the same time, her
full-fledged adventure for the women’s movement started.
In 1927, she became the president of the YWCA, the Korean Christian Youth
Association, and led a central executive committee when Geun-woo-ae, the anti-Japanese Women’s Movement
Body, started. After the March 1st Movement, Esther Hong, who had participated in the education and wide-ranging
women’s movements, was elected 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Christian Korean Methodist Women’s Missionary
Society which embraced both the North and South Women’s Missionary Society.
As the Christian Korean Methodist Church was established, the ordination of the female pastor was allowed. As a
result, fourteen female missionaries became ordained ministers in 1931. The next year, ten more female missionaries
were ordained. Although at the time the only Korean woman to be assigned as an ordained minister was Esther Hong,
she gave up the ordination after marrying a YMCA activist, Myung-won Lee. It certainly would not have been easy to
be married and be active in the ministry because the tradition at that time distinctly stated that the clergy should have
no responsibility for family.
When Esther Hong was the first president of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Japanese imperialism began to
suppress the Korean church while preparing for war. In 1941, as a pro-Japanese Christian Korean Methodist Church
was established, the meeting of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was dissolved. This annual meeting of regional
representatives of Women's Missionary Society corresponds to the National Women's Assembly of today. Instead of
these meetings, the United Women's Division was created in the denomination, and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was changed to a Women’s Society. However, most of the activities stopped with the outbreak of the war between US
and Japan.
The Women’s Missionary Society suffered in the turmoil of Korean society after independence. It came under the
umbrella of Women’s Society and Esther Hong became its executive director. Right after the Korean war, the
organization resumed its business in Pusan and made efforts to establish an autonomous position. As recorded
above, the National Federation of Women’s Missionary Society went through many hurdles to be what it is today.
Esther Hong was the first Korean female professor at Methodist Theological Seminary and a pioneer in the Korean
Christian women's movement. Since it is the 120th Anniversary of Methodist Women’s Missionary Society, it is truly
meaningful to look back on her steadfast devotion.
(Written by Meesook Lee, chairperson of NNKUMw history, Bethany KUMC, GA / Resource is from 2017's Program
book of Korea W.S.C.S)

독서프로그램

"저녁 기도"
저자: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불름하르트
옮긴이: 칸앤메리
현대인의 삶은 참으로 바쁘다. 어떤 때는 무엇 때문에 바쁜지도 모르고 허둥지둥 살아갈 때가
많다.
전기의 발명은 인간생활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편리함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들은
전기의 힘으로 밤을 최대한 연장시키며 밤이 늦도록 쉬지 않고 움직이며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끼리 둘러 앉아 저녁 식사를 같이하고, 하루를 감사하는 저녁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았다.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영적인 습관을 들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마주 하는 시간은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시간에 쫓겨서,일에 밀려서
살아가는 하루가 한 달이 되고, 일 년이 되고, 그렇게 세월을 흘려보낸다.
이 책의 저자, 크리스토프 프리드리히 불름하르트는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루를 반성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시간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저녁기도에 고스란히 실었다.
이 기도문들은 저녁기도를 위해 쓰여졌지만 하루 중 어느 시간에 묵상해도 좋은 기도문이다.
짧고 간결한 365 개의 기도문으로서, 앞에 나와 있는 간단한 성경을 먼저 읽고, 이 기도서를 매일 매일 나의 기도로 1 년 동안
읽고 묵상하다 보면 바쁘고 복잡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늘이 주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것이다.
( 글: 송은순 사모, 전국연합회 영성부장, 독서프로그램 위원장, 델라웨어 한인교회)

“Evening Prayers”
Author: Christoph Friedrich Blumhardt
Modern people’s lives are very busy. Sometimes they are busy rushing about without knowing what they are busy with.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invention of electricity has brought convenience to human life beyond words, people now
live by moving restlessly until late at night by extending “daytime”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power of
electricity. As a result, it became unthinkable for them to eat dinner with their family and have an evening prayer
together to thank for the day.
Unless they are firm in their hearts and have strong spiritual habits, they will rarely give the time to face God. A day
that is pushed out of time, pushed to work, becomes one month, becomes one year, and flows away after so many
years.
The author of this book, Christoph Friedrich Blumhardt, has put together a compilation of evening prayers. He explains
how blessed we are in that time spent reflecting and in thanks for the day by praying quietly to God. He also stresses
how we must entrust each day to the guidance of God after a day’s work.
These prayers are written for evening prayers, but they are good prayers to meditate at any time of the day. This is a
book is a short, 365 prayers; one for every day of the year. You will be able to live in heavenly peace under God’s
guidance in this busy and complex life by listening to His voice, when you read the brief bible verses first and then
read and meditate through evening prayer.
(Written by Grace Song, NNKUMw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Director of Reading Program Committee, Delaware
KUMC)

생활상식-오이지 만들기

초간단 새콤달콤 오이지
오이지 담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오늘
소개해드리는 오이지는 아주 간단해서 아무
때나 만들어 드실 수 있답니다.
제가 담가 먹은 양으로 소개하오니 각자
가감해서 조절하세요.
재료 : 피클용 오이 35 개정도 천일염소금, 설탕,
식초 각각 2 컵씩
1 먼저 오이를 깨끗이 씻어 채반에
건져놓습니다.
2 통에 오이를 담고 준비한 소금을 켜켜로
뿌립니다.
3.설탕을 오이 위에다 한꺼번에 뿌리고 식초 두
컵을 뿌린 다음 아주 무거운 것으로 눌러줍니다.
저는 오이 위에 쟁반을 올리고 그 위에 아들이
쓰는 무거운 아령 두 개를 올려놓으니 딱 맞았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오이가 절여질까 걱정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오이에서 물이 나오고(많이 나옵니다) 위에서 무거운
것으로 눌러주니 오이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가끔 섞어주는데 통 밑에 안 녹고 가라앉아있는 소금을 잘 풀어주면서 했어요. 실온에 두었다가 3 일 정도 지나서
오이가 노랗게 변하면 냉장고에 넣어두고 꺼내 드시면 아삭아삭 맛있는 오이지 완성입니다
피부 보습을 위한 천연 팩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팩에는 몸에 안 좋은 파라벤 같은 여러 가지 화학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촉촉한 피부를 만들수있는 천연 팩을 소개해드립니다.
땅콩 팩
땅콩에는 비타민 E 가 풍부하여 노화 방지에 뛰어나 피부를 탄력 있고 젊게 가꾸어줍니다.
준비물 : 땅콩, 달걀노른자, 꿀
1 땅콩을 믹서기에 넣어 곱게 갈아줍니다.
2. 땅콩가루 1 큰술과 달걀노른자 1 개, 꿀 2 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3. 세안한 얼굴에 땅콩 팩을 두껍게 발라줍니다.
4. 30 분 후 따뜻한 수건으로 닦아낸 후 냉 수건으로 다시 한번 닦아냅니다.
꿀팩
꿀은 피부가 푸석하고 탄력이 떨어질 때 팩으로 해주면 피부 보습을 높이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준비물 :꿀, 밀가루, 우유 1 큰술씩
1. 밀가루와 꿀 우유 1 큰술씩 그릇에 넣고 잘 섞어줍니다.
2. 얼굴 전체에 펴 발라줍니다.
3. 20 분 정도 팩을 해준 뒤 미온수로 닦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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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mple Pickled Cucumber Recipe
What you’ll need:
•Pickle cucumbers, about 35
•Sea salt 2 cups
•Sugar, 2 cups
•Vinegar, 2cups
Directions:
1. First, wash the cucumbers with water and drain well.
2. Put the cucumbers in a container and sprinkle sea salt between each
layer.
3. Sprinkle the sugar on top of the cucumbers and pour in the vinegar.

4. Press down the cucumbers with any heavy object, such as a clean rock, so that they are completely submerged in
the vinegar.
5. Mix around the cucumbers 2 or 3 hours later. Do this a couple of times and keep them out at room temperature.
6. When the cucumbers begin to turn yellow, move them to the refrigerator and serve cold.
Natural Moisturizing Packs
Peanut pack
Peanuts contain a lot of vitamin E that effects skin aging and help skin firming.
What you'll need:
•Peanuts
•Egg yolk
•Honey
Directions:
•Grind the peanuts in a blender until they reach a spreadable consistency.
•Mix 1tablespoon of the ground peanuts with 1 egg yolk and 2tsp honey.
•Spread a thick layer of the mixture over a clean face and leave on for 30 minutes.
•Remove the pack with a warm towel and then clean your face one more time with a cold towel.
Honey pack
What you'll need:
•Honey
•Flour
•Milk
Directions:
•In a bowl, mix 1 tablespoon each of flour, honey, and milk.
•Spread the mixture over a clean face and leave on for 20 to 30 minutes.
•Rinse off with warm water.
(Written: Kwi Yun,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Officer, North Bos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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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2017 년 9 월 1 부터 11 월 30 일 안으로 등록하시면 $295.(2 번 점심 식사와 웍샵 포함)이며, 그 이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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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은 2017 년 9 월 1 일에 시작되며 조기 등록 할인은
2017 년 11 월 30 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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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