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교도소선교 

  

지난 5 월 31 일 퀸즈의 

아스토리아 한인교회에서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주최한 교도소 

선교 세미나가 열렸다. 

교도소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영희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도자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선교할 수 있나?)이란 

주제로 말씀을 들었다. 

이영희 목사님은 변화 

프로젝트와 재향군인회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문서선교를 하시는데 수감자들과 

노숙자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간증 책과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 책을 무료로 

배포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계신다고 한다. 변화 프로젝트의 문서 



선교는 지역을 넓혀 한인 수감자들에게 한국말로 된 책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며 2013 년엔 한국에서도 이 문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한 5.6 년 전 일인 듯 한데 우연히 라디오 방송을 통해 재소자들의 실태에 대해 

들을 기회가 있었다. 청소년 수감자들의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이유는 

샤워 할 때 찬물이 자주 끊어져 뜨거운 물로만 머리를 감아야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 그렇다는 것이다. 그때 나에겐 그 상황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비록 관심 

밖에 사람들 이었지만 가여운 생각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다. 

그때 그 마음이 교도소 선교 세미나에 참석하게 하는 원동력이 됐으리라 

생각한다. 

아마도 교도소 선교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그들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라 생각한다.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 

그들이 녹아지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큰 은혜로 보답 받는다고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 변화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볼 때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배임을 깨닫게 된다고 한다. 

이제 나와 섬기는 교회 그리고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에게 

심어주신 그들을 향한 사랑의 불씨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통해 큰 불로 일으켜지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마치 보화가 가득한 섬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교도소 선교가 더 많은 보화를 발견하게 되길 소망해본다 

(글: 한혜윤 권사,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서기,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교회) 

  

 

 

  

On May 31st, 2014, New York Annual Conference  KUMW Network held a 

seminar on “Prison Ministry” at the Astori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Queens.  The guest speaker was Rev. Young Hui Lee. She was a central figure 

in the ministry of people in prison. She spoke under the title of ‘Leaders who 

love God’. 

Pastor Lee founded organizations called ‘The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TPPM)’ and ’The Veterans Association.’  Through these 

organizations, she spreads the Word and the Love of God through book projects, 

by freely giving books on personal confessions of faith and on spiritual growth 

to homeless people, prisoners, and soldiers.   

At first, the book projects of The Transformation Project Prison Ministry had 

reached out to English speaking inmates, but starting in 2013, Korean prisoners 

in the USA and in Korea have benefited from this ministry as well. 

About five or six years ago, I happened to listen to a radio program that was 

about some actual facts on prisoners.  Many juveniles had lost their hair.  This 

was because they had to wash their hair with hot water due to interruption of 

cold water. Although prison ministry was out of my interest at that time, I was 



shocked, and the news broke my heart.  I think this experience encouraged me 

to attend the seminar on prison ministry. 

Pastor Lee spoke about how blessed she was through the people in prison.  She 

saw the lives of many prisoners transformed to become servants of the 

Lord.   She witnessed their change and realized they are really true treasures of 

the kingdom of God. 

After attending the seminar, I pray that the New York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and their churches will act upon what God has planned in the prison 

ministry.  It is also my great hope to see this ministry as though it were an island 

with many buried treasures to discover many of God’s treasured people. 

(Written by Hyeyoon Han, NY Conference KUMW Network, Staten Island KUMC)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라는 주제로 

2014 년 북조지아연회 

여선교회 선교학교(Mission 

U)가 Athens First UMC 에서 

July18-19 에 열렸습니다. 

메리안 김 사모님의 열정적이고 

성령 충만한 강의에 힘입어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처지와 기도제목과 영적 상태에 

맞는 충만한 은혜를 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평안이란 하나님과 참된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한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염려치 말고 기도와 간구로 모든 

필요를 감사함으로 구하되, 그 필요가 없이도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할 수 있는 

것이 내 영혼의 평안함의 필요충분 조건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자녀, 가정, 

교회와 기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자라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함께 모여 기도의 단을 쌓을때 우리는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고 새힘, 새 희망을 갇게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배우고 준비됨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역할, 신앙적 

멘토의 역할을 함으로써 이웃을 변화 시키며 세상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세요. “ 

(글: 이희숙 집사,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서기, 시온연합감리교회) 

  



 

  

North Georgia Mission u 

We had  2014 Mission u from July 18th to 19th at the Athens First UMC with the 

topic of “How is it with your soul?”  Ms. Marian Kim, Korean Language 

coordinator, was passionate, talented, and filled with the Holy Spirit.  With her 

enthusiastic instruction, I believe that everyone at the Mission u was abundantly 

blessed.  No matter what situation we are in, or how difficult prayer’s list we 

have, we felt God’s presence and had a moment to listen to God’s answers. 

The purpose of this 

question “How is it with 

your soul?” is to focus 

on the spiritual condition 

of each member.   It is 

true that a lot of us don’t 

even know how to 

answer it today.  It’s 

asking about our 

individual experience of 

God’s grace and 

presence in our 

life.   Since it is tough 

question, I want to share the examples.  One day, one of my colleagues said 

“My soul is well! God has really given me a sense of peace this week.” And then 

she went on to describe a terrible week.  She had some serious family 

issues,  and bad medical news for herself.  But it was well with her soul.  She 

talked about the ways that she could truly sense God carrying her 

through.  Here’s an example on the other side.  One week someone started by 

saying, “Well, my week has been just fine. Work is good. Things at home are 

fine. But it’s not well with my soul.” He went on to talk about  general 

restlessness, distraction from any sort of Christian practices, and noticing 

himself being short-tempered with some people.   

I realize that true meaning of peace can be given to me by giving up my needs 

and desires.  After having surrendered to God’s will, we can be content with the 

presence of God only.  We have to devote ourselves to prayer, keeping alert in 

it with thanksgiving to become a mature Christians who do not just pray for 

needs, but seek God’s purpose and are ready to respond.  We, women 

especially, should pray for our children, our family, our church and our 

community.   Speaking of prayers, Korean Christians embrace a form of prayer, 

known as Tong-sung- ki-do,  which gives us healing, energy and new hope in 

life for individual and community.   

 “May God grant us time, strength, and courage to walk along with those who 

need our help.  May we be the true disciples of Jesus Christ.  May we be 



responsive to the cries of the needy.  And with God’s help, let us obey God’s 

commandment to love God and t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Written by HeeSook Lee, North GA Conference KUMW Network, Zion KUMC)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7 월 12 일 (토) 2014 

선교학교(Mission u)가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of Elmhurst 에서 

열렸다 

"함께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라는 주제로 오전에는 “유럽의 

로마족“ 오효선 목사님께서, 

오후에는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를 박영미 

목사님께서 강의하셨다. 

열심히 준비하신 두 분의 목사님의 

수고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늘 선교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선교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자에게만 

주시는 줄 알고 막연하게 선교에 대한 생각만 하고 있었다. “때가 되면 나에게도 

기회를 주시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 8 년 전부터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Mission u (선교학교)에 참석해 오면서 나의 생각들이 변하고 더 많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있음에 감사한다. 

"함께 배워서 세상을 변화시키자"란 표어가 참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유럽의 로마족, 인디아 집시 (이집트), 나는 이들은 자유로이 떠도는 것이 좋아 

정착해서 생활을 안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돌아 다니는 슬픈 민족임을 알았다. 동유럽에서는 이들을 노예로 

삼고, 이들이 속한 사회에서는 배제를 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고 있다.  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본다. 자유로운 세상에서 육과 영혼이 자유롭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아이처럼 어려운 환경과 힘든 일이 있으면 불평을 

하며 지내온 것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우연한 

만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롬 10:27)”  

(글: 김영순 집사,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부장, 

남부시카고연합감리교회) 

  

 



 

 

        

I attended the one day conference on July 12, 

2014. 

I learned about the Roma people in Europe and 

Asia and felt sad for them.The Roma people do 

not have the education opportunities that we 

have in the United States.The women go to the 

churches but it seems like they cannot get the 

Husbands to go and help their families.I am 

proud that The United Methodist Women has 

been helping to establish churches for the Roma 

people. I feel in my heart that KUMC has opened 

my eyes to what it means to help our people and 

bring God's word to them. I hope I can attend 

more conferences and learn more about how we 

can help these people in the future. I will pray for 

them and their churches so they can find God and spread the word in their 

communities. 

(Written by Young Soon Kim, NI Conference KUMW Network, S ChicagoKUMC ) 

 2014 년 선교학교 교재 

(Mission u Study Books) 

  

  

1. 영성공부 (Spiritual growth): 당신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How is it with Your 

Soul?)  

이 자료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내면과 외면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준다. 애 책은 

‘기도하라, 배우라, 멘토가 되라, 변화하라’라는 4 가지의 동사를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더욱 강건한 제자가 되도록 여러분에게 촉구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회복 하고, 새로와지며, 활력을 

되찾는 방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될 것이며,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이 

회복되고 새로와지며, 활력을 되찾는 방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item number: M3181 $10.00 

2. 이슈공부 (Issue Study): 교회와 장애인들 (The Church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페기 존슨 저 (Peggy A. Johnson)  

$10.00 (M3184) 



이 책은 장애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교회가 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회를 제공하며 정의를 

옹호하도록 촉구한다. 인간의 여타 경험과 달리, 장애는 성, 성향, 인종, 

사회경제적 지위, 나이 그리고 문화의 모든 경계를 넘어선다. 장애는 어느 

때에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이 책은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포용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 줄 것이다 

item number: M3184 $10.00 

3. 지역공부 (Geographic): 유럽의 로마족 (The Roma of Europe) 

item number: M3164 $7.00 

주문(Order): Customer Service 1-800-305-9857 

orwww.umwmissionresourc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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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모금운동은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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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orwww.umwmissionresource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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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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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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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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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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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