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한마음으로 함께 걷는 여선교회 

 

올해로 벌써 6 회째를 맞이한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가 11 월 8 일 

화창한 가을 날씨 속에 아름다운 호수 공원 

Whittier Narrows Regional Park 에서 13 개 

교회가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연합회 

전도부인사역을 후원하는 선교걷기가 아침 

일찍부터 각 교회 여선교회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선교 걷기를 위해 공원을 

장식하고 정리하며 부푼 마음으로 

참가자들을 기다렸다. 

9 시가 조금 넘으니 교회 별로 어린 아이부터 93 세 최고령 권사님까지 남녀 노소 250 여명이 

모여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며 웃음 꽃을 피웠다. 우리 모두가 주님 

명령하신 선교에 동참함에 기쁜 마음으로 후원하며 우리가 전도부인사역을 여러 지역에서 

연합하여 주의 일을 감당함에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행사는 시작되었다. 서로간의 서먹함을 

깨기 위한 훌라후프 게임은 참가한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기에 부족함이 없었고 어린 아이부터 

연장자까지 동참한 가위 바위 보 게임은 모두가 웃음 꽃을 피우며 하나로 어울러지는 시간을 갖게 

해주었다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예배가 시작되면서 최미란 회장님의 환영 인사에 이어 여성목사님이신 조희수 목사님께서 

여성들을 향한 주님의 깊은 뜻을 상기시켜주시며 행사를 위한 기도를 해 주셨고 연합회 고문이신 

류재덕 목사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권면의 말씀과 우리의 사명에 대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셨다. 

해마다 각 교회 담임목사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는 “선교걷기” 행사를 

날이 갈수록 부흥 발전 하도록 힘을 써 

주셨다. 

이를 다시 한번 체험이나 하듯 많은 

목회자 분들이 참석해 주신 이 날의 

행사는 잘 준비된 “국민체조”로 다시 

한번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전도부인사역을 추진하고 있는 

여선교회본부를 향한 기도를 함께  

낭독하면서 귀한 선교의 발걸음으로 이어졌다.이 행사를 통해 아시아에 소외된 여성들을 

훈련시키며 지도자로 키우는 일에 우리의 사랑과 정성을 나누고 있음은 역시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가 앞장서야 할 일임을 다짐했다. 

이 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멋진 “국민 체조”를 함께 하고 참가자들은 LA 에서 보기 드문 아름다운 

호수를 두 바퀴 도는 선교 걷기에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걷기 시작했고 선교의 발걸음을 마치고 

들어오신 참가자들은 정성스럽게 준비된 도시락을 함께 나누며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모든 일정을 김도민 목사님의 축도로 행사를 마감했고 목표 기금 액을 넘치도록 채워주신 주님께 

영광돌렸다. 

 

(글: 박옥란 권사, 남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 

 

 
 

UMW, Walking In One Spirit On Nov 8th, a gorgeous Saturday, the 6th annual ‘Walk For 

Mission’ organized by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UMW was held at the Whittier Narrows 

Regional Park, attended by members from 13 churches. In anticipation of a great turn out for 

the ‘Walk for Mission’ a fundraising event for the Bible Women Missions of the NNKUMW, 

officers gathered early to prepare with prayers and decorations. By 9AM, some 250 men and 

women, from children to a 93 year old, arrived, greeting each other and laughing blissfully. 

The event began with grateful hearts for being able to participate in the mission work 

commanded to us by God, and especially for being part of many regional UMW’s who 

support the great cause of the Bible Women Mission. Ice breaker games of hula hoop 

androck scissor blanket games opened everyone’s hearts. 

Worship was opened with greeting by the president, Milan Choi, followed by Rev. Heesoo 

Cho’s prayer reminding us of God’s special plans for women. Rev. Ryu JaeDuk, an advisor to 

Southern California KUMW, gave encouragements for committing to our mission in his 

message. Walk for Mission was able to grow each year with help of pastors from all 

participating churches, many pastors showed their support by coming out to participate in 

the event. 



Worship ended with prayers for each region of the Bible Women Mission. The highlight of the 

event was the spirit filled warm up exercise followed by everyone getting in groups of two’s 

and three’s to walk around the pond. After the walk, scrumptious lunch was shared along 

with unending conversations in beautiful fellowship. The event ended with blessings by Rev. 

Domin Kim, with many already 

looking forward to meeting 

again at next year’s event. 

From the event, I was 

reminded again the 

importance of spreading our 

love for the mission in support 

of the neglected women of 

Asia as well as for rising up of 

young leaders. Praise God for 

His abundant blessings in 

meeting above and beyond 

our fund raising goal. 

(Written by Okran Park, Cal-

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Vice President)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임원수련회 

12 월 6 일, 토요일, 김경숙 회장님 댁에서 2014 년 뉴욕 한인여선교회 임원 수련회가 있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큰 주제하에 권오연, 김명래 전도사님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작은 주제로 <성경적 

여성관>, <요한 웨슬레의 여성관>,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역사> 그리고 

<한국 여선교회와 여성들>을 배우고, 

연결시켜 각자의 자화상을 그려보았다. 

<구약에서의 성경적 여성관>은 비록 죄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은연 

중에 남녀 차별주의를 부인하고(신명기 

4:16), 남녀의 상호성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신다. <신약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을 통해 알 수 있다.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여성’,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의 여성’, ‘예수를 따르는 자 및 제자로서의 여성’ 등 많은 

예가 나타나 있다. <요한 웨슬리의 여성관>은 놀라울 정도로 시대를 앞서 갔다. 여성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속회와 소모임의 지도자로, 전도자로 파송시키고, 더 나아가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였다. 그러나 1791 년 3 월 2 일 웨슬리 사후에 1803 년 멘체스터 

연회에서 여성 설교자에 대한 반대가 결정되었다. 이 외에도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분야에 감리교 

여성들의 사역이 많았다. 

<미국 여선교회>는 1869 년 북 감리회 여선교회 해외선교부, 1893 년 남 감리회 여선교회 

해외선교부가 설립되었다. 여성들의 선교 구조는 선교 사역을 위한 선교교육, 선교기금모금 그리고 

선교사 양성에 힘썼다. 특히 주일학교의 시작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고, 미국과 해외에서 병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 여 집사 운동을 시작해 1888 년 미국 감리교회는 공식적으로 여 집사 

제도를 인정하였다. 연합감리교회여선교회는 웨슬리의 전통을 이어받아 가난과 사회 악의 근본 

원인 제거를 위한 노력으로 여성과 소수민족, 어린이, 가난한 자에 대한 선교를 이어가고 있다. 

여선교회를 통해 모금한 선교기금은 미국과 전 세계 백여 국가의 선교사역에 쓰여지고 있다. 

<한국여선교회와 여성들>에서는 쿠퍼선교사(Sally Kate Cooper)와 어윤희 선교사가 소개되었다. 

1886 년에 조지아 주에서 태어나신 샐리 쿠퍼 선교사는 거포계라는 한국이름으로 평생을 한국을 

위하여 선교활동을 하신 분이다. 조지아주 웨슬리언 대학을 나온 후 교사로 활동하던 중 1905 년에 

성령 충만을 체험 후 신학교에서 공부하시고 1908 년 남 감리교회 해외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셨다. ‘보혜성경학교’를 시작하여 성경공부와 사경회, 부인교육을 실시하시고 

활동하시다 1919 년 삼일운동 시에는 한국민족과 함께 많은 고난을 당하셨다. 1930 년에 

목사안수를 받으시고 계속 선교사로서 활동하시던 중 1940 년에 일제의 강제 선교사 출국령으로 

미국에 들어오신 후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교회들을 다니면서 일제 하에서의 한국의 

참혹상을 알리기도 하셨다. 22 세의 젊은 나이에 한국에 와서 71 세에 미국으로 귀국하셨고 

1978 년 8 월 18 일 92 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 

어윤희 선교사는 1877 년 충북에서 한학자인 아버지의 무남독녀로 태어나 12 세때 어머니를 잃고 

소녀주부가 되었다. 16 세때 결혼하였으나 남편이 의병으로 전사하였고 홀아버지도 세상을 떠나 

고아와 과부가 되었다. 떠돌던 인생이었으나 32 세때 미국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과부학교였던 

미리흠 여학교에 입학하여 공부하였다. 개성 북부감리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던 중 

1919 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운동에도 가담하여 체포되고 옥고도 치러야 했다. 1920 년 초대 

조선 여선교회 부회장을 지내고 후에는 어화도에 선교사로 파송되어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였다. 

60 세에 일제 말기에 개성에서 보육원을 시작하였고 6.25 전쟁 후에는 서울에 보육원을 다시 열고 

24 년간 사회 사업을 실시하다가 1961 년 85 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전도자로서, 애국자로서, 사회 사업가로서 몸소 행하며 한 평생을 살았다. 

뉴욕 여선교회 연합회를 통해 이렇게 귀한 수련회를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여성들이 창조적이고 책임있는 인격을가지고 성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시대에 여성들을 지도자로 키우는 

일을 앞장 섰다니 더욱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다.  

한국인으로 다시 태어나신 쿠퍼선교사님, 한국을 너무 사랑해서 미국에 오셔서도 늘 한복 차림으로 

다니셨다는 그 분처럼, 우리 한인여선교회의 사역인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돌보아야 할 아시아의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이 속해있는 나라와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나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희망한다. 

(글; 김순덕 권사,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부회장) 

 

 
 

2014 Officers Leadership Development Day of NYC KUMW Network 

The NYC KUMW Network had its Officers Leadership Development Day on Saturday, Dec. 6th 

at President Kyung Sook Kim’s house. 

‘Who Am I?’, ‘Who Are We?’ were the topics of the day, led by Oh Yeun Kwon and Myung 

Rae Kim. Their talk was given under four different settings: 1.The Biblical View of 

Womanhood in the Old and New Testament, 2. John Wesley’s View of Womanhood, 3.The 

History of the UMW, 4. The UMW in Korea. 

The biblical view of womanhood in the O.T. and in N.T. can be summarized by Jesus who 

showed us that through the Gospel woman were recognized as a ‘responsible being’, ‘not as 

an objective but subjective being’, and ‘followers of Jesus and disciples of Jesus.’ 



John Wesley’s view of womanhood was ahead of his time. He trained women to be leaders 

of the church: leaders in small group 

settings appointed them to be 

missionaries and furthermore, gave 

them the authority to preach. But 

after his death in March 2, 1791, 

Manchester Conference overturned 

the authority for women to give 

sermons in 1803. There were many 

other areas that Methodist women 

committed their lives to for the 

mission of the church. 

In 1869, the Methodist Women in the 

North was established, and in 1893 

the Methodist Women in the South was established. The functions of the organizations were 

to educate church women for mission works, to train missionaries and to have fundraising 

events to support missionaries. The Methodist Woman began Sunday school for children and 

put their efforts to its development. They also had a deaconesses’ movement to establish 

mission work for the poor and the sick people in the states and abroa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officially established the deaconesses system in 1888. The United Methodist Women, 

following the tradition of John Wesley, put their mission work focus on eradicating the cause 

of poverty and social evil. In continuing its mission based on social justice and its welfare, 

the UMW’s mission presently is for the welfare of women, children and youth in the states 

and abroad. 

For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in Korea, two missionaries were introduced to us. 

They were Sally Kate Cooper and Youn Hee Uh. Sally Cooper was born in 1886 in Georgia. 

She graduated from Wesleyan College in Decatur, Georgia in 1903. After committing her life 

to Christ, she studied in seminary and was sent to Korea in 1908 as an appointed missionary 

from The Methodist Women in the South. In 1909 she established ‘Bohea Bible School’ in 

Wonsan and began Bible studies, revival meetings and education for women. She was 

persecuted along with many other Korean Christians involving the March 1st movement in 

1919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And in 1940, the Japanese government asked all the 

missionaries in Korea to leave the country against their will. When she came back to San 

Francisco, she gave many talks in churches to inform about Korea’s situation. She went back 

to Korea in 1947 and taught at the Methodist seminary in Seoul until her retirement in 1957 at 

the age of 71. In 1978 she was called by God at 92 in 1978. 

Another missionary that we came to know was Youn Hee Um. She was born in 1877 as only 

child in the family. At 16 she married, but her husband died at the battle field. Soon after her 

father died, she became orphaned as well as widowed. At age 32 she was baptized by an 

American missionary, and soon after she attended Mirihum, women school for widows. In 

1919 she was jailed and tortured for involving in the March 1 movement against Japanese 

imperialism. In 1937 she was appointed as a missionary to a small island, UhWhaDo. There 

she began the Bible Women ministry. At the age of 60, she opened the Day Care center at 

GaeSung. After Korean War, she moved to Seoul and continued to do her day care ministry. 

As a committed Christian she lived her life as a missionary, a patriot and a social worker. She 



died in 1961 at the age of 85. 

I thank God and the NYC KUMW Network providing this wonderful leadership training session. 

I know that God wants us, as women, to grow to our fullest to be a creative and responsible 

person in faith. It is also encouraging to know that John Wesley, the founder of the Methodist 

Church, was at the forefront in training church women to be leaders in every area. 

As Sally Cooper loved Korea so much where she wore Korean clothes everyday and 

everywhere she went. Let us, as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hope to follow her 

example by having the same loving heart as we commit ourselves to the Bible Women 

mission work in Asia for women, children and youth. 

(Written by SoonDuck Kim, New York Conference KUMW Network, Vice President) 

 대 뉴저지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성탄예배및 결산보고 

 

대뉴저지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지난 12 월 6 일(토) 러더포드 

감리교회(김보중목사 시무)에서 성탄 예배 및 

결산 보고 행사를 가졌다. 갈보리, 뉴저지, 

러더포드, 만모스, 아콜라 연합감리교회등 

다섯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이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된 

이 행사는 한 해를 보람있게 일 하게 해주신 

감사와 또 새로운 2015 년을 향한 힘찬 기대가 

함께 어울어진 뜻 깊은 행사였다. 

 

특별히 이 날 행사에서 “디커니스 창립 

125 주년 기념 대회”에 다녀오신 심재숙 

디커니스의 보고에 감동을 받아, 평신도 사역 헌신을 결단하는 여선교회 회원이 여러명 있었음이 

평신도 사역자가 점점 고갈되어 가는 오늘의 현실에서 크나 큰 소득이었다. 

 

또한 6 개월 전에 소천한 고 주숙희 권사(베다니 교회)의 17 년간 여선교회 헌신의 공을 

기리는“공로패 증정”특별 순서를 

가졌는데, 벨을 울리며 진행되는 

이 특별 순서에 공로패를 대신 

수여하러 참석하신 고인의 부군 

주영국 권사님과 함께, 잠시나마 

선교에 대한 열정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창립부터 끝 날까지 여선교회 

선교 사역에 헌신하였던 고인을 

기리는 추모의 시간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또한 베다니 

여선교회(회장 김인숙, 40 개), 

뉴저지 연합교회(회장 이인숙 

20 개), 아콜라 여선교회(회장 

김추자 현금 $120)등 각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들이 열심히 독려해서 마련한 UMCO 에 보내는 



Health Kit 을 제단에 바치는 뜻깊은 행사는, 온 세계를 향한 구제사역의 작은 부분을 우리 

한인여선교회 연합회가 감당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또한 성함 밝히기를 꺼려 하는 어느 한 교회 여선교회 회원께서 정성껏 마련해 오신“사랑의 

선물”은 선물을 받는 참석한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기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랑의 왕,””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아름다운 실행의 본이 

되어 참석한 우리 모두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12 월 한 달이나마 

주위에 헐 벗고 가난한 이웃들을 생각하며 베풀며 살아야겠다는 헌신, 봉사의 마음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성탄예배 및 결산 보고”는 매 해 12 월이면 행해지는 대뉴저지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연례 

행사이지만, 올 해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행사로 가슴에 남는 뜻 깊은 행사임에 틀림없었다. 

(글; 이혜자 권사, 대뉴저지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송년모임 

 

2014 년을 보내면서… 

매년 지나간 시간을 뒤 돌아보며 아쉬워하는 

12 월이다. 올해 마지막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송년모임을 통하여 

올해도 변함없이 함께하신 에벤에셀의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 드렸다. 지난 행사들을 

동영상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의 모습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 

2014 년 새해 모임부터 송년 모임까지 모든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행사 그 

어느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주님의 나라 확장에 헌신할 수 있도록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린다. 

한마음으로 드려진 찬양과 기도, 그리고 베델 연합감리교회 담임이신 이은철 목사님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눅 1:38)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과 감동을 주셨다. 예수님을 

모셔 드린 마리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우리 

모두는 그 크신 하나님의 도구로써 본분을 망각하지 말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되었다. 

동역자가 없으면 힘이 없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축복의 기회를 상실하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였다. 연합사역을 계획하고 행하는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원들에게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귀한 말씀의 시간이었다. 

예배와 행사, 그리고 회계 보고를 마치고 즐거운 식사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친교실 안에 울려 

퍼지는 기쁨의 웃음 소리, 서로 서로를 격려하고 다음을 다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그렇다! 우리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지리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2015 년을 향하여 북가주연회 여선교회 연합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Fair well to 2014… 

 

December is a time of reflection on the past year. 

At the last meeting of the year, we praised and thank the Lord,Jehovah Ebenezer, for His 

faithful presence throughout the year. We were filled with gratitude and joy as we watched 

the video presentation of the year’s 

highlights. 

From the New Year’s celebration to the 

farewell meeting of 2014, God’s hand 

was over every event organized by the 

Cal-Nevada KUMW Network. Praise God 

for bringing the women in unity and 

empowering us to take part in expanding 

His Kingdom. 

In the worship, women were inspired and 

challenged by the sermon given by Rev 

Lee of Bethel KUMC, titled, “May your word to me be fulfilled” (Luke 1:38) . The story of 

Mary, who submitted to the calling and served the Lord, was a reminder to us that being 

called and used for His purpose is how we bring glory to God. 

 

Rev Lee stressed the importance of working in partnership and everyone responded 

unanimously with ‘Amen’ to the importance of not miss the blessings of working together in 

partnership. It was a timely reminder especially for the Network officers as we continue 

working together in unity for mission.  

The worship, events, and finance report was followed by time of food and fellowship. It was 

a blissful time of joyful laughter and edifying each other in the Lord. 

Yes! God has plans to do great works through us “May your Words be fulfilled in me” We 

proclaim His promise in faith and lift up the KUMW Network to the Lord for 2015. 

 

(Written by ManKum Choi,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President) 

 교도소 선교 

 

새해에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1999 년 댄버에서 아일립 신학대학원에 입박한후 

첫학기부터 주님께서는 교도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와 영적 부흥이 재소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학교 졸업 후 

2003 년부터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면서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영적 부흥은 재소자들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보게 되었고 그것을 

목격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가장 어려웠던 것이 재소자들이 원하는 기독교 책이 항상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05 년부터 재소자들의 책을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고 책을 출판하여 미국전역의 교도소와 노숙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재소자의 영혼을 한국에서 구원할 수 있다면 변화 

프로젝트를 한국에서도 시작하겠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책을 배포할 사람을 찾던 중 미국에서 무기수로 22 년을 살고 한국에 나가서 

목사가 되어 교도소 선교를 하고 있는 이본 목사님과 연락이 되서 그분이 한국의 변화 프로젝트 

지부장으로서 2013 년부터는 4,000 권과 2014 년에는 10,000 권의 책을 한국의 교도소에서도 

책이 배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변화 프로젝트에서 한국 책을 출판하기 시작한 후 미국에서도 한인 재소자들을 더 도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화 프로젝트의 시카고에서 지부장으로 수고하시는 임문순 권사님이 미국의 한인 

재소자들의 명단을 컴퓨터에서 찾아주시면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그분들에게 영어책 아니면 

한국책을 보내드립니다. 어떤 한인 재소자들은 자기만 혼자 한인이고 도서실에는 한국책이 전혀 

없어서 보내준 책에 감사하다는 편지도 왔고 또 어떤 분은 오하이오의 교도소에서 한국책을 받고 

너무 감사하다면서 $300 불 선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을 선교 

헌금으로 보내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교도소에서는 많은 돈을 가지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가난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난함을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15 년의 재소자를 위한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미국에 온 후 간절히 기도하며 보고 

싶어하던 영적 부흥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교도소 선교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도소 선교는 

너무나 큰 기쁨의 선교이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많은 재소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도저히 밖에서 상상하지 못한 영적인 

치유도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해에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부르셨을 때는 요나같이 도망가던 제가 교도소 사역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간 후에는 주님안에서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는 

비영리 단체로서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20,000 권이 넘는 책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로 출판이 

되어서 미국과 한국에서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배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순종만 하면 기적을 본다는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의 믿음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교도소 선교를 시작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가 

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교도소를 방문 할 수는 없습니다. 교도소에서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 가는데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재소자들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나, 

재소자에게 편지를 쓰거나, 그들을 방문하거나, 그들에게 책을 보낸다거나, 그들을 방문해서 

성경공부를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한다거나, 이 모든 것이 교도소 선교입니다. 

제가 왜 모든 교회가 교도소 선교를 시작했으면 하는 이유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입니다. 두번째는 교도소 사역을 시작한 후 

느낀 것이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선교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도소 선교는 

예수님께서 몸소 한 재소자가 된 후 하신 선교입니다. 예수님은 죄없이 억울하게 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처형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주님의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신 것이고 우리가 

주님에게서 배울 것은 우리도 무엇인가는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예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여러가지 선교를 말씀하신 중 특별히 

교도소 선교도 그중의 한 선교로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마태복음 25:35).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교도소 선교냐고 물어 보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은 전세계에서 재소자가 



가장 많은 230 만의 재소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법이 엄해서 교도소에 쉽게 들어 가게 되는 곳이 또 

미국입니다. 한인들중에 영주권자가 1 년형을 받으면 형기를 마친 후 한국으로 추방이 됩니다. 

교도소에 간 사람도 힘들지만 그들의 가족들도 힘들기에 모두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대하듯이 한다면 우리의 사회가 사랑이 가득한 사회가 될 

것이고 또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천국으로 변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직전에도 다른 재소자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도소를 방문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 방문을 하지 못하셔도 

재소자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주위에 

교도소에 간 사람의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 사랑으로 대하시고 그들이 어려움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도소 선교 하고 계신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교도소 선교를 하실 수 있는가를 알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2014 년 1 월에 LA 에서 3 일동안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임원수련회에서 교도소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LA 에 있는 Twin Tower Correctional Facility (쌍둥이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사역하고 계신 이병희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교도소 사역에 대해서 듣고 전국연합회 임원들이 

그분이 사역하시는 교도소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떼 이병희 목사님을 

만남으로 변화 프로젝트에서는 

2014 년에 책을 4 pellet (팰랫)을 

보내 드릴 수 가 있었습니다. 한 

팰렛에 45 박스가 있습니다. 한박스는 

100-110 권의 책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서 선교가 계속 성장하는 

이유는 이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는 

개인, 교회와 단체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2014 년 올 해에 뉴욕과 북일리노이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 

교도소 세미나를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변화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과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한인여선교회 전국과 지역 연합회와 시카고에서 변화 

프로젝트를 후원하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 프로젝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려고 문서 선교로서 재소자들을 

방문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주님 은총안에서 새로운 선교의 계획으로서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각 교회에서 교도소 선교에 동참해주시는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3:3) 

(글: 이영희 목사, 록키마운틴 연회,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co-executive director) 

 

 
 

What I wish for the New Year… 

In 1999, in my first semester at Iliff School of Theology, God opened the door for me to enter 

prison ministry. I experienced revival in prisons. After I finished Iliff,I started working as a 

chaplain at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ACDF) in 2003. Since then the Lord has helped 

me to experience the most powerful presence of the Holy Spirit among the prisoners. I am 



thankful that the Lord called me to prison ministry because of that. 

One thing that bothered me was 

that many inmates asked for 

Christian books to help them to 

grow in faith, but we didn’t have 

enough books. In 2005, with 

God’s help, we started a non-

profit,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TPPM), and 

began publishing inmates’ books 

for distribution to prisons without 

charge. Then the Lord asked me if 

I would start TPPM in Korea if that 

would save one prisoner. After a 

search, I was able to contact Rev. 

Lee Born who had been incarcerated for 22 years in an American prison and later became a 

pastor in South Korea. As a TPPM Korean regional director, he started distributing TPPM 

books in Korean prisons. In 2003, 4,000 books and in 2014, 10,000 books have been printed 

in Korea for prisoners, and it was a work of the Holy Spirit. 

After TPPM started printing Korean books, TPPM was able to help Korean prisoners in the 

U.S., and Moon Soon Yim, Chicago TPPM regional director, searched the internet to find 

Korean inmates, and TPPM began shipping English or Korean books to them. A Korean 

inmate sent us a letter saying that he was the only Korean in prison where he was, and the 

library didn’t have any Korean books; so he was very thankful to receive Korean books. 

Another inmate from Ohio sent us a letter of thanks, and he sent $300 to TPPM mission 

funds. I believe he must have sent all the funds he had in his account since inmates cannot 

have too much money in their accounts. 

God visits the poor. I am not talking about materially poor, but those whose hearts are poor. 

After 15 years of prison ministry, I have learned that it’s hard to understand God’s plans. 

When I came to America, I desperately wanted to see revival, and I never guessed that I 

would see a revival among prisoners. The Lord always leads us to the best way. Prison 

ministry has brought so much joy and blessings to me. God comes to those who are broken 

and repent of their sins. Many prisoners are being saved and serving God. What I couldn’t 

see outside the jail, something that I didn’t expect to happen, is happening among prisoners 

who are poor in spirit. The most powerful healing I have experienced also happened in 

prisons. 

When God called me to the ministry, I ran away like Jonah, but when I decided to obey the 

Lord, the Lord called me to prison ministry. Because I obeyed my calling, I have seen many 

miracles, and my faith has grown. With the dedication and support of many volunteers, as of 

2014, TPPM has distributed over 200,000 books to prisoners in America and Korea and other 

countries, as well. 

What do I want the most in the New Year? 

Someone asked me what I want to see. I didn’t have to think too hard. I replied, “I want every 

church to start prison ministry.” Not everyone can go to prison in person because there 

physically isn’t enough space at the prisons to have all the volunteers. But praying for 



prisoners, writing letters to encourage the prisoners, sending books to prisoners, visiting 

prisoners and leading a Bible study or leading worship services, and every other Christian 

service that we do for prisoners is being involved with prison ministry. 

There are two major reasons why I want every church to be involved in prison ministry: First, 

to obey the Lord’s Great Commission which is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and 

spread the gospel message to the ends of the world. Second, even though Jesus 

commended people to reach out to prisoners, many people don’t even know what prison 

ministry is about. Jesus was arrested and tortured and died on the cross without any sin. To 

please the Lord, we can be a part of spreading the gospel and be a part of building up God’s 

kingdom. Jesus talked about many mission works, and prison ministry is one of them. He 

even identified himself as prisoner. “I was in prison and you came to visit me.” (Matthew 

25:36). 

Then you might ask, “Why prison ministry?” The reason for this is that America has the 

largest prison population in the world, 2.3 million. Also, it’s so easy to be incarcerated. When 

Korean-Americans have been incarcerated for more than a year, after they have served the 

time, they are deported to Korea. Many people may be affected by the incarceration and 

deportation and are hurt by it, not just the prisoners but their families pay a great price. If we 

can share our love with them as we would treat Jesus, then our society and the churches will 

be transformed. 

Our Lord Jesus ministered to other prisoners, even at the last moment of death. He is a great 

example of why we should have heart for the prisoners who need salvation and hope of 

eternal life. I pray that you will have Jesus’ love in your heart. If you cannot visit prisoners, 

please pray for their salvation so they can live lives that will glorify God. If you know any 

families of incarcerated persons, treat them with love and pray for them to handle all the 

stresses caused by their family member’s incarceration. Also, you can invite prison ministry 

volunteers to your church to hear how your church can be involved in prison ministry. 

In January 2014, I led a leadership training seminar for National Network of United Methodist 

Women in Los Angeles for three days. During the prison ministry seminar, I invited Chaplain 

Robert Lee of Twin Tower Correctional Facility in Los Angeles to speak, and he gave a 

powerful presentation. Some of the women who attended training visited Twin Tower 

Correctional Facility. After that, TPPM sent four pallets of books to Twin Tower. Each pallet 

had 35 boxes, and each box has 100-110 books. Also, TPPM sent one pallet to a Georgia 

prison. 

So far, we have shipped more books to Georgia than any other state. TPPM is growing 

because many individuals, churches, and organizations are supporting this project. Another 

reason for growth is that many people are praying for this project and the Holy Spirit is 

leading in this project. I thank all the people, churches and organizations who support this 

project. TPPM is dedicated to serving the Lord by obeying the Great Commission of 

spreading the gospel to the ends of the world. 

In the New Year, I pray that the Lord will open your hearts for this project and open your 

church doors;so everyone will be able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prisoners who are in need 

of your prayers and ministry of the Lord. Let’s share Christ’s love with those who are hurting. 

“Remember those in prison as if you were their fellow prisoners, and those who are 

mistreated as if you yourselves were suffering( Hebrews 13:3) 



(Written by: Chaplain Yong Hui McDonald, Adams County Detention Facility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Co-Executive Dir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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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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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금란 

한인연합감리교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사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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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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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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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