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2014 선교학교에 다녀와서 ) 

아침부터 바쁘게 서둘렀건만 집안일들을 

대충 하고 출발하려니 늦어져 헐레벌떡 

차에 오른다. 이른 아침인데도 차도를 

가득 메운 차들 사이에 끼어 북동쪽으로 

하염없이 달리다보니 We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Westside 

Campus)라는 sign 이 나온다. 반갑게 

도착하여 언덕을 올라 첫번째 건물을 지나 

조금 더 가니”Mission u’라는 싸인이 

나온다. 다행히 10 분 전에 도착하여 

김경숙 회장님과 먼저 오신 교우들과 

반갑게 해우하고 ‘거룩함에의 부름’이라는 

주제의 목요일 개회예배를 함께 드렸다. 

우리 각자의 몸은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주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시험, 유혹, 고난, 재난, 사랑하는 이의 죽음등 어느것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속에서 

구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누면서 413 장 ‘내 평생의 가는 길’을 소리높여 찬양하니 나의 

영혼이 성령님 안에서 완전히 자유하고 평안해지는 것이었다. 

그 성령충만 함으로 항상 우리의 이웃인 낯선자, 가난한 자, 굶는 자, 장애를 가진자를 주님과 주님의 

창조물의 영광을 위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기쁘게 맞고 도와주며 사랑하자는 말씀을 나누며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선교학교에 참석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임을 강하게 느꼈지만 

예배 후 한국어 소 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주제가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는 

순간 확신하게 되며 기대로 들떴다. 

선교학교는 매년 세가지 의제를 배우는데;  



첫째는 영적성장(Spiritual growth): 당신의 영혼은 평안 하십니까(How is it with your soul?) 

둘째는 지리공부(Geography): 동유럽의 로마 역사(The Roma of Europe) 

셋째는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교회와 장애를 가진 사람(The church and people with disability) 

이었고 그 중 가장 관심있는 한가지를 선택하여 2 박 3 일 8 시간의 수업으로 심도있게 공부하는데 힌국어 

그룹은 영적 성장과 사회적 이슈를 4 시간씩 나누어 공부했다. 

금요일 아침 예배는 “나는 꼬리표가 아닌 이름이 있다”(I have a name-not a label)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 장 10-17 절 말씀을 나눴는데 18 년간 허리가 굽어 있던 여인을 안식일에 고쳐주신 사건으로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 것에 대해 화를 내며 항의하자 주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 꾸짖으시며 

너희들은 안식일에 가축에게 물을 먹이는 일을 하는데 하물며 아브라함의 딸을 사탄에게 매임에서 푸는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셨다. 이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지체 

부자유자, 정신병자, 알코올 중독자, 전과자등의 사람들을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대했을까?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등을 자문하며 허리 굽은 여인을 주님께서 여인아 그리고 

아브라함의 딸이라 부르신 것처럼 사회적 약자들을 꼬리표 붙이지 않고 형제 자매로 보살피고 사랑하신 

주님을 따르자는 말씀에 가슴 뭉클한 감동이 밀려왔다. 

토요일 아침 예배는 “변화됨으로의 부르심(Called to be transformed)”이란 제목으로 골로새서 4 장 2-3 절 

말씀으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탄생 

이야기의 등장 인물들은 우리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김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 주셨기에 그 분들께 감사드리고 신학자 Henri Nouwen 이 최 중증 지체 

장애를 가진 Adam 의 우정과 사랑에 대해 책을 쓰면서 우리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부유하거나 

빈하거나 유명하거나 이름이 없거나 결혼했거나 독신이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주님의 

복음을 증언 할 수있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Adam 을 평화와 정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도 Adam 과 

같이 되라고 부르신다 . 

한국어 반의 영적 성장을 맡으신 한주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금식과 

기도라고 하시며 기도는 정해진 양식이나 규칙이 없이 자유롭게 기도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발견하는 시간이라고 하셨다. 기도할 때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를 

이용하든지 아님 기도방 밖에서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만나러 갑니다”라고 마음의 준비를 한 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평소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외에 몇가지 새로운 기도 방법인 렉시오 디비나 

기도, 일일성찰, 그리고 성서를 통한 관상기도를 소개 해주셨다. 새로운 기도방법을 배우면서 나의 가슴은 

흥분으로 마구 뛰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구원은 언제나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교적인 선교와 

봉사를 포함하며 성서에서 말하는 거룩함은 개인의 경건성만은 아니며 이웃 사랑과 정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깊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도록 헌신하는 변화의 주역이 되기로 약속했다. 

사회적 이슈의 교회와 장애인을 맡으신 강미영 목사님은 먼저 장애인이라는 말부터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로 바꾸고 싶다고 하셨다. 장애인은 장애가 중심이 되지만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인격과 존재 

가치를 인정하면서 부수적으로 장애가 따라 오므로 인권을 존중하는 용어이므로 그렇게 부르자고 하셨다.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해 토의하고 발표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찾아 오시는 주님처럼 우리도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자는 말씀이셨다,  

“Lars and the real girls” 이라는 영화에서 환상속에서 살고 있는 Lars 를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의 아픔을 공감하고 나누어 주니 그의 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보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품어주고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지 조금은 알 수 있었다. 

토요일 폐회예배는 이사야 58 장 6-7 절 말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주린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을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할 것이 아니겠느냐” 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성경 구절이 이번 선교 학교에서 배워가야 할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셨다. 우리는 정의롭게 행동하도록 열정적으로 사랑하도록 부름 받았으므로 

예수님의 사랑, 평화, 정의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속한 지역 사회에 하나님의 축복을 요청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듣고, 배우고, 봉사하고, 조직하여 실제로 주님의 축복이 

이루어 지도록 헌신하기로 약속했다. 

 

(글: 하금숙 집사,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뉴욕 후러싱 제일 연합감리교회) 

 



 

God’s Calling for Us 

(2014 Mission u) 

After the house chores I left home in a 

hurry. I drove in the midst of early morning 

traffic northeast toward We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to attend the 

2014 Mission u. Fortunately I arrived 10 

minute earlier and had a chance to chat 

with Kyung Sook Kim, NYC KUMW Network 

president and others. Together we 

attended the Mission u opening worship 

service under the title of “A Call to 

Holiness.” 

The message was that our body is the 

God’s temple with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no matter where we are and what we are. If we love the 

Lord and keep His commandments, He will give us peace in times of temptations, sufferings, calamities, 

and death of loved ones. With that message we praised the Lord by singing together “It Is Well with My 

Soul.” Personally, I felt complete freedom and peace as my sou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ith full presence of the Spirit, we can accept and love our neighbors who are strangers, homeless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is all for the glory of God who created us as the people of God. I praise God 

and thank him for that. 

During the worship service I realized that my presence in Mission u was not a coincidence. It was the Holy 

Spirit who led me there, and I was convinced even more when I went to the class of “How Is It with Your 

Soul?”  

The Mission u offers three study topics each year. This year’s topics were: (1) Spiritual Growth: How Is It 

With Your Soul? (2) Geographic: The Roma of Europe (3) Social Issue: The Church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 participated in the Korean class which offered 4 hours each in spiritual growth and social 

issue. 

Friday morning worship service was titled “I Have a Name – Not a Label.” The gospel reading was from 

Luke 13:10-17. It is about Jesus healing the woman who suffered for 18 years and was unable to straighten 

up. Jesus healed this crippled woman on the Sabbath and the synagogue ruler accused Jesus of working 

on the Sabbath. Jesus answered him saying, “You hypocrites! Doesn’t each of you on the Sabbath untie 

his ox or donkey from the stall and lead it out to give it water?” Then should not this woman, a daughter of 

Abraham, whom Satan has kept bound for eighteen long years, be set free on the Sabbath day from what 

bound her?” What message do we take from these verses? All these times, how did we treat people with 

disabilities, what was our attitude toward alcohol abusers and people with criminal records, and how did we 

label them? What are the things that create despair in our lives? I asked myself these questions while 

listening to Jesus calling the woman, a daughter of Abraham. It touched my heart to see that Jesus did not 

label people but loved them, especially those who are marginalized. 

Saturday morning worship service, titled “Call To Be Transformed,” was taken from Colossians 4:2-3. It 

says “devote you to prayer, being watchful and thankful. And pray for us too.” The people who were there 

when Jesus was born reminded us of the Immanuel God who heals our wounded spirit and loves His 

people. Henri Nouwen wrote many books, and one of them is about the relationship that he had with Adam 

who had most severe form of physical disorder. He said we, as children loved by God, can be witness to 

the Good News no matter whether married or not married, disabled or abled, rich or poor and famous or not 

famous. No matter what we are God can use us as instruments of peace and justice as God used Adam 

who brought peace in Henri Nouwen’s life.  

Rev. Juhye Hahn who was the spiritual growth study leader for Korean class mentioned that the pathway of 

God’s grace is through fasting and prayer. She also said there is no rule or regulation for prayers, but pray 

freely to discover how God created each one of us. She also said it is important to discover one’s own style 

of preparation before praying. She suggested one can use candle or say out loud before entering the prayer 

room saying, “Dear God I am coming to meet you.” She also introduced us different types of prayers: The 

Lectio Divina Prayer, Daily Reflection and the Image Prayer through Bible. I felt my heart moving as I learned 

the new ways to pray. Rev. Hahn mentioned that individual salvation includes Christian mission and service 



for community and society. And the holiness in the Bible is understood not only in the way a Christian 

should live life, but also has connections in our love toward neighbors and our passion to do justice. God is 

calling us to be a part of His plan to transform the world, and I wanted to be a part of God’s plan for the 

world. 

Rev. Mee Young Kang was another study leader for the Korean class. She taught the social issue for the 

church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I learned that we should not say ‘disabled people’, but ‘people with 

disabilities’ to respect who they are. Using the term ‘disabled people’ emphasizes the disability, but saying 

‘people with disabilities’ emphasizes the person who has his/her own personality and character. We 

learned, discussed, and shared on how a church should embrace the people who are marginalized and 

disabled. As Jesus comes and leads us when we are facing challenges and difficulties in life, we as 

Christians should also follow the example of Jesus to embrace and provide radical hospitality for those who 

need our help. We watched clips of a movie, “Lars and the Real Girls.” The movie shows us how the 

church understood and embraced Lars who lived in a world of illusion, and how they and the whole 

community accepted Lars as he is, and thru this, he is cured of his disability.  

The scripture reading of the closing worship service was from Isaiah 58: 6-7. It says, “Is not this the kind of 

fasting I have chosen: to lose the chains of injustice and untie the cords of the yoke, to set the oppressed 

free and break every yoke? Is it not to share your food with the hungry and to provide the poor wanderer 

with shelter when you see the naked, to clothe him and not to turn away from your own flesh and blood?” 

These verses are the main theme of the 2014 Mission u. We are called to bring justice where there is 

injustice, to have passionate love toward people in need. As people of God, we are committed to respond 

to the call to bring God’s kingdom on earth. I will be a part of the church where God’s people are sent out 

to the world to see, hear, learn, organize and serve, and the church will be the pathway to bring God’s 

blessings to the world. 

(Written by Keum Sook Ha, NY Conference KUMW Network, The First UMC in Flushing, NY)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차려 놓은 밥상"이라며 기다리던 여선교회 

선교학교(Mission U)가 7 월 26 일,Southern NH 

Univ. 에서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있었던 선교학교에서 우리는 맛있는 영의 

양식을 먹었습니다. 올해는 

무지개교회(Portland, Maine) 담임목사님이신 

조태섭 목사님께서 인도해주셨습니다. 

영혼은 무엇인가? 어떤 상태가 건강한 

영혼인가? 기도란? 나는 왜 성경을 배우나? 

질문의 정답을 찾기보다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부탁이셨습니다. 그리고 고민의 열매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임 또한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결코 만만치 않은 법, 사랑 없는, 아니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사랑 할 수도 없는 우리의 존재에 '솔직'해지자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영성 수업을 마치고 드린 연합 예배 시간은 한국 교회가 모든 순서를 주관하였습니다. 예배 후 한국문화 

나눔의 시간을 가지며 사물놀이, 소고배우기, 종이 접기 공작도 하면서 모두가 재미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 차려진 밥상, 올해도 맛있게 나눈 하루였습니다. 

(글: 이재숙 권사, 뉴잉글랜드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교육부장,북부보스톤교회) 

  

 



  

Mission u is like a well-balanced meal, 

prepared and nutritious for our souls.  

This year, the main theme was "How Is It With 

Your Soul?" We felt that Mission u was able to 

provide our souls with the "nutrition" they 

needed to grow. 

Our study leader was Rev. Taeseob Cho from 

the Rainbow United Methodist Church in 

Portland, Maine. He was a great teacher. We 

learned that, in order to have a healthy soul, 

we must recover God's image in our hearts. 

God is love and without His help we cannot 

truly love others. When we become honest of 

this fact, we can then truly begin to love one 

another.  

We also had a joint service in which the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came together with all the other multicultural congregations to worship God 

together. After that service we held a program called "Taste of Korean Culture" where we were able to teach 

others about Korean culture.  

Mission u was a great experience. We were able to refresh our souls! 

(Written by Jaesook Lee, Chair of Education of NE Conference KUMW Network, Northern Boston KUMC)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의 발걸음 

  

뉴잉글랜드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제 7 회 선교의 발걸음을 2014 년 

5 월 10 일(토) 오전 9 시부터 오후 1 시 

예정으로 뉴햄프셔 주 뉴케슬에 있는 Great 

Island Common Park 에서 가졌다. 

아시아 전도부인 선교 사역과 지도자 양성 

기금 마련을 위하여 해마다 6 월 하순에 

행하였으나 올해는 5 월초로 당겨져서 

행하여졌다. 

일기예보 대로 아침에는 비가 많이 내렸으나 

오후에는 청명한 날씨로 모두 5 개 교회, 

50 여명이 참석하였다. 

특별히 작년에 이어 뉴잉글랜드연회 여선교회 

Arlene Mackie 회장님과 Bobbi 

Brogan 부회장님도 이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멀리 커네티컷에서 오셨다. 

개회 예배는 비가 오고, 도로 공사들로 인해 조금 늦게 시작되었다. 김영남 회장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며 묵도와 찬송가 40 장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고 이귀옥 

공천위원장의 기도에 이어 보스턴 감리교회 안신형 목사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언 16 장 9 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 을 인용하여 말씀을 해 주셨다. 

설교 후에 찬송가 347 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를 부르며 각 교회에서 정성껏 모금한 헌금을 봉헌하며 

안숙좌 회계의 헌금 기도에 이어 이강미 부회장이 앞으로 계획 중인 교도소 선교, 선교 학교, 찬양제에 대한 

안내 광고를 하였다. 북부 보스턴 교회 김용환목사님께서 축도를 하심으로 예배를 끝냈을 때는 어느새 비도 

그치고 하늘이 맑게 개인 청명한 날씨가 되어 있었다. 

‘선교의 발걸음’ 전에 김지영 코디네이터가 준비해 온 음악에 맞추어 이숙연 문화부장의 지휘로 준비 

운동으로 국민 체조를 하여 몸을 풀고 걷기를 시작하였다. 둥글게 잘 다듬어진 잔디밭 주위를 4 번씩 



돌았는데 싱그러운 바다 냄새를 맡으며 비 온 뒤의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경치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만난 

자매와 형제들이 삼삼오오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걸으니 운동과 친교,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는 귀한 체험을 

하고, 하나님 사역이 확장되는 보람된 일을 하니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한국에 다녀오게 되어 참석할 수 

있을까 생각했으나 남편과 담임 목사님과 자녀들, 교우님들이 함께 하여 더 감사한 마음이었다. 

각 교회에서 정성으로 준비해 온 샌드위치, 파스타, 샐러드, 옥수수, 과일과 후식까지 맛있는 점심을 먹는 

시간 또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작년에 이어 집에서 준비해 온 바자용 물품들을 구경하며, 사고 팔아 선교기금 에 합하여졌다. 공식적인 

행사를 마치고 내년에 또 만날것을 기약하며 아쉬운 작별을 하였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정은 공놀이도 하고, 즉석 요청으로 이숙연 문화부장의 ‘더 예뻐지는 얼굴 화장의 

이론과 실제’ 와 ‘기초 화장’에 대한 강의를 흥미있게 들었다. 웃음으로 참여했던 회원님들과 헤어지면서 내년 

‘선교의 발걸음’ 행사에는 더 많은 교회와 회원들이 참석하실 것을 기대하며 무사고로 행사를 마치게 해 

주시고 좋은 날씨까지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후원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 정에스더 권사, 뉴잉글랜드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자료부장) 

  

 

      

The 7Th ‘Walk-a-Thon for Missions’ 

The NEC Korean UMW held the 7th ‘Walk-a-Thon for Missions’ at the Great Island Common Park in Castle 

Island, NH, on May 10, 2014. This event raised funds for the Asian Bible Women’s Program and the 

Leadership Development. 

Although there was some rain in the morning, it cleared by afternoon, and we had total of over 50 

attendants from 5 churches. Our special guests were Arlene Mackie, president of the NEC UMW, and Bobbi 

Brogan, vice President. Both were from Connecticut. 

Due to rain and road construction on the way, the worship service started with some delay. The opening 

service led by Youngnam Kim, president of the KUMW, was followed by singing of a hymn (Korean hymn 

book # 40), and Kwiok Lee, Nomination Committee Chair, prayed.  

Pastor Shin Ahn of the Wesley UMC gave the sermon with the title, ‘The Lord directs the steps’, from 

Proverbs 16:9, ‘A man’s heart devises his way, but the Lord directs his steps’.  

After the sermon, there was a hymn (Korean hymn book #347), followed by offering, and a prayer of 

thanksgiving by Sookjwa Ahn, treasurer of the KUMW. 

Vice president, Kangmi Lee, gave the announcements on planning of prison ministries, upcoming ’Mission 

u’ and ‘Praise Night’. The worship service ended with the benediction by Pastor Yonghwan Kim, of the 

North Andover Church. When the worship was over, the rain stopped already and the sky was clear. 

Before the walk, we had warm-up exercise. Jiyoung Kim, Korean language coordinator, prepared the music 

and Sookyeon Lee led the excise. After that, the ‘Walk-a-Thon’ started. We walked around the park 4 

times. Everything was so beautiful – there was clear sky, and the smell from the ocean and the scenery 

around the park were really great.  

Just returning from a visit to Korea, I thought I may be too tired to participate in the Walk. But I had such a 

good time with my husband, pastor Shin, his family and our church members who came for the first time. 

After the Walk, we had lunch. The food, sandwiches, pastas, salads, corn and fruits were prepared by 

participating church members. What an enjoyable time! 

After lunch, we sold the items that we brought from home for mini-bazaar. All the money collected will be 

added to the mission fund. After all this, the formal event ended. 

Some people stayed longer to enjoy family time and played ball games. 

Sookyeon Lee gave a special demonstration for facial make up and basic skin care for ladies who were 

interested. 

We thank God that all events ended happily and safely. Thanks to all who attended and supported the day’s 

events. We hope that next year, more churches and people can join this event. 



(Written by Esther J. Chung,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감았던 눈,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해 준 2014 년 

Mission U" 

2014 년 델라웨어볼티모어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가 8 월 9 일 토요일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특파된 강미영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와 

장애인들: 각성, 접근 및 옹호'에 대하여 배우고 

생각하고 토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목사님은 정신분석가 자격증을 

소지한 임상가로서 Blanton-Peale counseling 

Center 에서 다인종 내담자를 상담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감출 수 없는 장애인에 

대한 나의 부정적인 생각과 시각에 놀라고,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무지함에 또 놀라고, 

너무 무관심했음에 또 놀라며 각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룹 토론과 발표를 통해 우리 주변 가까이에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며 지내왔음을 회개하고 좀더 넓은 지경을 갖게 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연합회(National Network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 

한인여선교회 여성들이 얼마나 열심히 선교를 위해 일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교학교는 어떤 

선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교인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닫혔던 눈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뜨고 열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았던 것은, 해리스버그에 있는 소망교회가 이번 선교 

학교를 계기로 우리 연합회의 새로운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배를 타고 선교를 향해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아름다운 

여성들로 거듭나기를 돌아오는 차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글: 류주하 집사,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볼티모어 에덴감리교회) 

  

 

     

The 2014 Delaware Baltimore Conference Mission u 

was held at the Delaware United Methodist Church 

on Saturday, August 9th. We had a precious time 

learning,thinking, and discussing under the title of 

<Church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awareness, 

accessibility, and advocacy>, with pastor Mi Young 

Kang.She is a licensed psychoanalyst working in 

Blanton-Peale Counseling Center for multi-racial 

clients. I was surprised at the fact that I have looked 

at the disabled in a negative light and how ignorant 

and apathetic I was of effective approaches for the 

disabled. Through group discussions, I repented my 

indifference to physically or psychologically disabled 

people around me. Also, I hoped to expand my 

boundary on this matter. After the class, we had a 

celebration for new members from Harrisburg and partook in the Holy Communion together, while reflecting 



on the beautiful missions in the sight of God. On my way back, I prayed for the expansion of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unity of many churches and participation of women striving for it. 

(Written by Jooha Ryu, Delaware-Baltimore KUMW Network, Baltimore Eden KUMC)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샬롬! 2014 년도 Mission u, 선교학교는 주님의 

평화로운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북가주 연회 역사상 가장 많은 여선교회 회원 

101 명, 14 명의 어린이, 그리고 40 세 미만의 

young women 이 Cal-Nev. Conf. 전액 

장학금과 지방회 장학금을 10 명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16 명 정도의 40-50 대의 젊은 

여선교회원들이 처음으로 선교학교에 참석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실 젊고 아름다운 감리교회 

회원들이 빡빡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북가주 한인연합감리교회 10 개 교회 중 8 개의 

교회가 참석했고 75 장의 평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년의 선교학교에는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한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8 월 1 일부터 1 박 2 일 일정으로 무더운 여름날의 새크라멘토, Clarin Inn Confrence center 를 달구었습니다. 

좋은 연합감리교회 전 담임목사였던 정현섭 목사님(지금 Mountain View 시에 교회개척 중)께서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로 영성 과목을 그리고 콘트라 코스타 연합감리교회 김영래 목사님께서 "The Church 

and People with Disability: Awareness, Accessibility, and Advocacy" 라는 사회 과목으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개회예배는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최애숙 권사, 회장), 폐회예배는 콘트라 코스타 연합감리교회(최선자 

권사, 회장)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작년부터 baby sitting 을 해주신 박후일 전도사님과 채영란 사모님께 

지면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선교학교에는 젊은 여선교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북가주 연합회의 미래가 밝아 

보여서 좋았습니다. 20 년 전에 처음으로 

선교학교를 할 때는 30 여명만 모여도 대단한 

기쁨이었다는 옛날을 회상하며 감사함이 

무한하시다고 하신 평가서가 제일 머리에 오래 

남는군요 

좀더 준비하고 계획하여 UMW 와 같이하는 

순서, 한국적인 전통 음악과 함께하는 예배들과 

program 을 바란다는 선배님들의 바램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선교학교였고, 수고하신 

임원들 특별히 선교학교교장 강명숙 권사님과 

부교장겸 등록으로 수고하신 이병란 집사님께 

큰 박수를 보냅니다. 뒤에서 일하신 이인애 회장님과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 그리고 모든 

참석한 여선교회원들과 콘트라코스타의 남선교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한인 코디네이터로 선교학교 평가 미팅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 더 머물면서 Cal-Nev Conf. Mission u 의 Co-

dean 인 Betty Dickenson 과 Kat Teraji 두 교장과 함께 하며 두 교장의 화합에 놀랐습니다. 서로 도우며 

필요한 부분을 도와주는 우정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102 명이 떠난 호텔에서 UMW 와 함께 한 폐회예배는 

평생 잊지 못할 아름다운 성찬식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78 명 정도의 미여선교회원들이 하나의 큰 둥근 

원을 만들어 서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상처의 단어들을 얘기하며 빵을 떼고 그 다음 한 사람씩 치유의 



단어들을 얘기하며 포도주를 옆 사람에게 전하는 그 시간이 20-30 분은 걸렸을텐데 지루하지 않고 정말로 

치유가 되어 행복하고 기쁜 마음을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또 하나 이번 선교학교에서 배운 것은 미여선교회원들이 식사 후에 바구니를 돌리며 식사 준비해준 호텔의 

웨이터와 주방장에게 적은 사랑을 모았다가 2 박 3 일의 일정이 끝나는 점심 식사 후에 수고한 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의 행함이 저에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북가주연회 여선교회회원들의 손길에....... 

  

(글: 금근영 권사,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한인코오디네이터,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Cal Nevada Mission u 

Shalom! 2014 Mission u began with passing of 

the Lord’s Peace. 

It was a record setting attendance of 101 

women, 14 children as well as 10 young 

women, ages 40 or under, who were awarded 

scholarships offered by the conference and 

district. It was especially blessing to have 16 or 

so young and energetic women in their 40’s 

and 50’s who were attending Mission u for the 

first time and genuinely enjoying the studies. 

Attendees represented eight of the ten Korean 

UMC’s in the conference, and submitted 75 

evaluations.  

The presence and working of the Holy Spirit 

heated up the Clarion Inn Conference Center just as hot as the extreme heat in Sacramento over the two 

day event. Rev Hyunsub Chung, previously of Jo Eun KUMC and currently starting a church in Mountain 

View, led the spiritual growth study “How is it with your soul.” And Rev Youngrae Kim of Contra Costa 

KUMC led the study, "The Church and People with Disability: Awareness, Accessibility, and Advocacy" 

Opening worship was led by Santa Clara KUMW members, and Contra Costa KUMW sisters led the closing 

worship. Special recognition goes out to Pastor Hooil Park and Mrs Youngran Chae who took care of 

childcare the past two years.   

This year’s great participation of young women is a sign of bright future for the Northern California KUMW 

Network. One of the evaluations reflected that when the School of Christian Mission began 20 years ago,  

it was considered a great turn out to have 30 people in attendance. Other evaluation mentioned wishes to 

incorporate and share the traditional Korean music in worship service as well as in the plenary sessions. 

Overall, Mission u was a great success and much of the credit goes to the dean, Myungsook Kang, as well 

as to Byungran Lee, who took responsibilities of the co-dean and the registrar. I’d also like to express 

special  gratitude to President Inae Lee and the Korean Network team, all the Mission u attendees as well 

as the members of Contra Costa KUMM for their help.  

As the Korean language coordinator, I had stayed on an extra day, and had the opportunity to witness the 

beautiful working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deans, Betty Dickenson and Kat Teraji. It was a blessing 

to see the way they complemented each other as they worked together as a team. The highlighted moment 

for me was the closing worship and the beautiful communion service. 78 women made a big circle and 

each person shared with the next person a word of brokenness as they broke bread, followed by a word of 

healing as they passed the wine. The 20-30 minutes it took for everyone to share was a time of true healing 

and joy. 

One other thing I learned from this year’s Mission u was how a love offering was collected after meals, 

which was then delivered to the cafeteria crew to show appreciation for their services. It was a blessing to 



see how such a small gesture goes to express much appreciation. 

(Written by, Kay Keum Cal-Nev Con_Network Korean Language Coordinator)           

 

 평화행진 및 기도회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 행진과 기도회 

 

7 월 25 일(금)부터 26 일(토)까지 

“워싱턴 DC 평화 행진과 기도회” 

에 참여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정전된지 61 년이 되는 2014 년, 

한인연합감리교회 통일위원회(회장 

김정호 목사)는 한반도에서 화해와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평화 행진과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는 

이성옥 부국장의 진행으로 

초교파로 모여 합동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날 저녁 만찬회와 

한국 평화 Forum 에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뉴욕한국인교회, 

비전교회 여선교회원들과 교인들로 

구성된 연합성가대의 ‘나의 살던 

고향’과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을 

합창할 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Foundry UM 로부터 백악관 앞 라파에트 광장까지 앞장 서서 외치는 이성옥 

부국장의 구호 ”Peace treaty Now!”에 맞추어 행진했습니다. 기도회에 평화와 화해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고,  특별히 30 여명의 어린이들이 함께하여 참석한 모든 이들은 벅찬 감격을 경험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글: 이성은 권사, 여선교회 이사, 북조지아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Peace Vigil and March for Korean peninsula 

 

I was among 200 participants in Peace Virgil and March in Washington DC from July 25th to July 26th, 2014. 

It has been 61 years since the Korean War Armistice of 1953.  The Committee on Reunification of Korean 

American Assembly of the UMC (President Rev. Chongho James Kim) called for Peace March, calling United 

Methodist to organize a peace march for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Ecumenical 

Roundtable was facilitated by Sung Ok 

Lee.  Presentation was given by 

Christine Ahn, remarks from 

representatives of WCC, NCC Korea and 

other ecumenical partners on Friday 

morning.  That afternoon we had lobby 

visits to State Departments/Congress. 

Friday evening we had a banquet and 

viewed “Memory of Forgotten 

War”.  The joint choir (composed of 

Korean UMW sisters and church 

members of Delaware Korean UMC, New 

York Korean Church, and Vision Church) 

sang several songs.  Many of us were in tears.  We marched from Foundry UMC to Lafayette Square in 

front of White House shouting “Peace treaty Now!” on Saturday morning. We felt God’s presence during 

Korea Peace Rally /Vigil.  The presence of about 30 youth gave fresh air to those who participated in this 

event and had a moving experience.  We need to invest more time and effort to educate our second 

generation. 

(Written by Grace Pyen, UMW Board of Director, N.GA Conference KUMW Network)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에 

참여해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모금된 기금으로 2013 년 

9 월 26 일-29 일까지 실시된 전국지도자 

훈련의 참가자들과 Young Women 의 

장학금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모금운동은 계속 되어집니다. $1,000 

모금운동에 참가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93 년부터 

2 년마다 전국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9 월 말에 네쉬빌에서 전국 

지도자훈련을 가졌습니다.  지난 13 년간 

전국 지도자훈련은 미국 여성국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였고, 한인여선교회 회원 

중에서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지도자로 양육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도자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여선교회 회원들 중에는 여성 목회자, 지방회 & 연회 임원, 여성국 회장 및 

이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2 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1 세 한인여성들과 함께 지도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선교회의 선교의 열매인 한인여선교회의 놀라운 발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속에서 한 

여선교회의 믿음의 실천이 낳은 아름다운 선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1884 년 오하이오 리벤나지방에서 리벤나 

감리교회를 다니던 루시디아 볼드윈 은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을 위해 복음과 

교육 사역에 써 달라고 $88 을 지정헌금을 하였습니다.  당시 볼드윈은 남편,  딸과 손자를 한꺼번에 잃고 

http://n.ga/


인생의 큰 절망에 빠져있다가 한국 여성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없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연회 여선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헌금으로 매리 스트랜튼이 북감리회 여선교회에서 최초의 

평신도 여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파송을 받고 1885 년 이화학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8 은 당시 매우 큰 

금액으로 볼드윈은 마치 성경에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눈 여성과 

같습니다.  볼드윈이 한국 여성들을 위한 헌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오늘날 한인여선교회를 만들어 

내었다고 볼 수 있기에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은 선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전국 지도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여 국내에서 

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여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전국 지도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2007 년부터 여성국의 도움없이 전국 지도자훈련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5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2013 년에 실시될 전국지도자 훈련 비용 5 만불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 년 동안 $1,000 을 헌금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우리들의 $1,000 헌금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 받은 한인여선교회 1 세와 2 세 여성들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 사는 여성들과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는 제 2 의 볼드윈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선교의 열정을 가진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헌금하여 전국 지도자훈련을 통해  선교의 

새 역사를 써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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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자 명단: 

2014 년 후원: 오경희, 김명래, 박나미, 엄은란, 한혜윤,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김순민, 김시춘, 

박희선, 박경숙, 성안나, 조충자, 오미실, 이병란, 이선민, 최만금) 장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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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nnkumw.org/newsletter/0312/aplicacion.docx
mailto:mrkim8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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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men’s 

Division.   We need $50,000 for th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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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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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