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의 발걸음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매들을 통하여 해마다 

‘선교를 위한 걷기’ 라는 행사가 

치러지고 있다는 소식은 늘 들었지만 

실제로 이 행사에 참여해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나는 감리교 소속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감리교 여성들은 모여서 

무척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늘 듣고 있었기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궁금했고 그렇다면 올해는 나도 

한번 참가하여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교회 친구들에게 “우리 

자매들이 하는 일이니 선교헌금 좀 

해”하며 적은 헌금을 모아서 참여하게 

되었다. 나는 베어마운틴에 산행을 자주 

다니기는 했어도 이처럼 아름다운 헤시안 

호수가 있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다. 

호수를 둘러싼 산책로는 정말 걷기에 편했고 저쪽 반대편에서 삼삼오오 씩 짝을 지어 걸어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호수 위에 가끔씩 날라오는 새들을 바라보며 잔잔하게 일렁이는 호수가 그렇게 아름답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찬송이 절로 나오는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었다. 

이러한 행사가 올해 11 년째 라고 하니 초창기에 이 일을 계획하고 추진했을 임원들의 노고가 새삼 고맙게 

느껴지고 비록 감리교단뿐만 아닌 초 교파적으로도 이 일이 확산되면 더 좋겠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다. 이 

선교를 위한 걷기 운동은 각 교회를 통하여 정성껏 모금된 선교헌금으로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중국, 몽골 등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과 아동들과 청소년들의 신앙교육과 건강과 복지사업에 쓰여질 것이라고 하였다. 여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내면에 있는 그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 어떤 작은 일도 이루어질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감리교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은 자체적으로 모여서 기도하며 회의를 하며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그때 그때 필요한 

주제로 수련회를 통하여 영성을 개발하며 훈련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었기에 어느 기관이나 리더쉽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아름다운 5 월 첫째 토요일을 이렇게 좋은 날씨 속에서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걷는 내 발걸음은 그 어느 때 보다 

가벼웠고 두 바퀴를 돌고 나서 또 임원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으니 참으로 행복한 하루였다. 그리고 마지막 

경품 뽑기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라 했는데 200 명이 넘은 많은 분들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경품티켓을 들고 혹시나 내 번호가 불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다소 흥분되기도 했었다. 물론 내 차례는 

없었지만….. 

이렇게 모든 행사를 마치고 목사님의 폐회 기도로 오늘 하루의 행사를 끝낼 수 있어서 모두 감사하고 수고해주신 

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년에도 모두 다시 함께 걸어요.. 하며 헤어졌다 

 

(글: 홍영득 집사,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든든한 교회) 

 

 

  

 

 

Surely It Is Beautiful, My Father’s World 

Walk For Mission at the New York 

Conference KUMW Network 

Although I heard about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s annual “Walk for 

Mission” from my sisters for many years, I 

participated in the event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I heard so many things about 

NNKUMW and its commitment in mission 

works.  I always wondered what ministries 

that they committed themselves to, so I 

asked my church friends to sponsor me for 

the Walk that my sisters were involved in 

leading the event. 

The event was held at the Hessian Lake, 

Bear Mountain.  Although I have gone to 

hiking in that area often, I saw the beautiful lake there for the first time.   The walk was very pleasant and 

comfortable.  I could see people walking by twos and threes in groups for the same purpose at the other side of 

the lake, and also could see some birds flying over the lake.  Everything seemed so beautiful, especially the 

wavering placid lake.  Spontaneously a hymn, ‘My Father’s World,’ came to my mind.  I enjoyed walking in the 

nature with people who had same purpose. 

This was the 11th year for ‘Walk for Mission.”  I greatly appreciated the New York Conference KUMW officers who 

started the event and worked hard to plan and organize it.  It is my hope to see the event to become 

interdenominational so God’s good work can be shared with more people.  The fund gathered through this event 

will be used in the Bible Women’s Program in Asia; ministries for women, children and youth in Vietnam, Thailand, 

China and Mongolia.  We, as women, may seem weak looking from outside, but where do they get their inner 

strengths from?  I realized that God is with us always.  Without God we cannot do anything.  I also realized once 

more that the leadership does not come naturally.  I know that the NNKUMW offers many leadership trainings and 

spiritual development programs that start always with worship services. 

I was very happy spending the first beautiful Saturday in May, walking around the Hessian Lake with mission 

minded people.  Not only that, we also had delicious lunch together prepared by KUMW officers.  The last order 

of the day’s event was raffle drawing. It became a part of the program for the first time this year. There were many 

prizes for people to take home.  Of course not all, among over 200 people, would have something to take home, 

but everybody was excited to see if the called out number was matched with their numbers.  Of course I did not 

get any prize, which I expected. 

The event ended with a prayer.  I thank God for giving us a great day. I also thank KUMW officers for their 

dedication and leadership in the “Walk for Mission.”  It is my hope to see everyone next year! 

(Written by Young Deuk Hong, NY Conference KUMW Network, Evergreen Presbyterian Church)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교도소 세미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 4)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북일리노이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1 박 2 일로, 6 월 6 일과 

7 일, 안디옥 기도원에서 진행된 수련회에서 

이영희목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더욱 더 주님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을 생각하게 하셨다. 

이웃사랑의 표현으로 편견을 버리고 

교도소선교 사역을 하시는 일에 대하여 

들었고 이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전국연합회의 

임원이신 송은순 사모께서 오셔서 직접 

다녀오신 중국 전도부인사역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간접적인 전도부인 사역을 체험할 수 있었다. 북일리노이 

전회장 서현주 집사는 우리가 하고 있는 UMCOR 사역을 알기 쉽도록 말씀해 주셔서 회원들이 UMCOR 사역에 

참여하는데 이해를 도왔다. 

 

수련회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부족함속에서도 풍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글: 은미란 집사, 북일리노이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One thing I ask of the Lord, this is 

what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up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Psalms 27:4) 

 

Thanks be to God who helped us to 

finish NIC KUMW retreat. We had the 

retreat on June 6 and 7. The speaker 

was Pastor Yong Hui McDonald. She 

helped us to change and open our 

minds, and to think about loving God, 

loving ourselves, and loving others 

more deeply. We heard her testimony 

of prison ministry, God’s presence and 

helping hand through the 

ministry.  Grace Song, NN KUMw 

officer, visited us and shared her Bible 

Women’s ministry in China with us. Also former president of NIC KUMW Network, Cathy Suh, told us about 

UMCOR, helped us to understand its ministry, and encouraged our participation. 

 

The 2014 retreat ended with inner blessings. God showed us abundant blessings even though we lacked of 



preparation of mind and situation. Praise the Lord.  Lord, help us to dwell in your house and witness your love to 

our neighbors.   

  

(Written by Miran Harvey, President of NI Conference KUMW Network)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북가주 한인여선교회 20 주년을 

감사드리며...... 

할렐루야!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땅이여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거룩하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할지어다! 

여름의 시작과 함께 6 월이면 북가주에서 

한인여선교회 선교찬양제가 열립니다. 각 

개체교회가 한곳에 모여서 감사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준비한 달란트를 발휘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합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 

찬송드리며, 주안에서 하나되는 축복이 

얼마난 큰 은혜인지를 다시한번 

깨닫게하는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모아지는 헌금은 Mission u 등록금 보조와 Youth Retreat 를 돕는데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를 세워주시고 연합하여 성장할수있도록 인도해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풍성한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20 년을 뒤돌아보니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이 계셨고 부족하고 미흡한 저희들을 

한걸음 한걸음 주님의 길로 모아주신 그 크신 사랑. 모든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행사준비로 분주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주시고 어려움이 있어도 실망치 않도록 힘주시고 다음을 계획할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희가 이자리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북가주 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보혈의 능력으로 부흥케 하시고 특히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주안에서 온전한 여성, 주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는 여선교회와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의 선행과 구제와 봉사 그리고 헌신이 아름답고 영원한 주님나라 건설에 쓰임 받기를 갈망하며 내일을 

바라봅니다.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Celebrating NKUMW’s 20th Anniversary, 

Hallelujah! 

O sing unto the LORD a new song 

Sing unto the LORD, all the earth  

Bless his name; shew forth his salvation from day to day. 

With the start of the summer season,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holds a worship praise night every 

June. This is a delightful occasion where many churches get together and share their talents and love. 

Through this this event where many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will be united, we’re once more 

reminded of blessings we are given by God. All offerings collected through this event will be used to support 

Mission U and Youth Retreat. 



We praise the Lord and his abundant grace which founded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and helped it 

grow for the past 20 years. Looking back, the Lord always has guided us step by step to the path of God and has 

been with us in every step we took.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would not be here if it were not for God strengthening and encouraging us in 

the mist of difficulties we face while planning this event. Please bless all Northern Californi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and especially we pray that all the events that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organizes 

will be only used only to glorify God. 

God has always blessed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let us be Godly women, and made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God’s shepherd. We hope that all the events, aids, voluntary and missionary work that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provides will be used to build God’s world and that the Lord will be always 

with us. 

In Christ,   

 

( Written by Man Geum Choi, Vice President of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Santa Clara KUMC ) 

 선교 세미나 안내 

  

선교세미나: 전도부인 사역 훈련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위한 선교세미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교세미나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하라.” (마태복음 28:19-

20)를 실천하기 위해서 선교에 대한 

배움의 장을 열고자 합니다. 또한 

선교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여선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린 내용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며, 

지역 연합회별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이 30 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산과 장소 관계로 많은 분들을 

받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지역 연합회 회장님의 추천을 꼭 받아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조로 Web-Site: www.nnkumw.org 에 들어가면 선교세미나 안내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교세미나 

일시: 2014 년 10 월 9 일(목) – 12 일(주일), 3 박 4 일 

장소: Alma Matthew House, NY 

주제: 선교로 부름받은 여성들 

강사: 여선교회 본부 Staffs, 김혜선 목사 

참가자: 각 지역 연합회 별로 3 명 (회장, 선교부장 또는 임원, 30 대-40 대 젋은 여성 회원)  

회장님의 추천을 받아 주십시요. 전체 참가자는 30 명입니다. 

숙박 및 식비: 전국연합회 제공 

비행기표: 본인이 구입해야 합니다.  

등록 마감일: 7 월 31 일 

등록 담당자: 김리자 권사 (Lija Kim, 322 Cambridge Dr, Ramsey, NJ 07446) lijakim7@hotmail.com (718-887-1716) 

 

• Young Women 2 명에게는 전체장학금을 드립니다. (스크랜튼 여성지도자 센터에서 실시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으로 선착순으로 신청 받습니다.)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326693&sid=3759d5ccb603741dfda368cf1b71208b
mailto:lijakim7@hotmail.com


 

Mission Seminar: Bible Women Mission Training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Matthew 28:19-20, 

NIV) 

 

• Date: October 9th – 12th, 2014 

• Place: Alma Matthew House, NY 

• Theme: The Women Who Are Called 

in Mission 

• Leaders: UMW National Office staffs, 

Rev. Hea Sun Kim 

• Participants: 3 people from each 

conference (President, Mission 

Coordinator or Mission team officer, 

Young Women who are from 30 years 

for 40 years old) We need a recommendation from the President of conference. Total 30 people  

• Room & Board: 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will pay 

• Airfare: Each person purchases her own ticket 

• Deadline: July 31, 2014 

• Register: Lija Kim, 322 Cambridge Dr, Ramsey, NJ 07446) lijakim7@hotmail.com  

(718-887-1716) 

• NNKUMW will give a full scholar ship to 2 young Women who were participated in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Seoul.  

 

(글; 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평화행진 안내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평화행진과기도회  

올 해로 비극적인 한국전쟁이 정전한지 61 년이됩니다.  전쟁의 비극은 정전으로 멈추었지만 우리 조국 한반도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은 아직도 멀고 힘들어 보입니다.  얼마 후면 다시 볼 수있으리라 생각하고 

헤어진 천만 이산 가족중 많은 분들이 다시는 헤어진 가족과 만나는 기쁨을 보지 못 하고 하늘로 향하는 슬픈 

현실입니다.  

막힌 것은 허무시고 헤어진 이들은 다시 하나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한인 연합감리교 통일위원회는 연합감리교 여선교회, 교회와 사회국, 그리고 선교국과 함께 2012 년 템파 총회에서 

통과 된 “한반도 평화 행진” 청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위한 4 년 계획을 세우고 지난 해부터 

한반도에서 화해와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 이민 감리교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작지만 깊고 크신 

하나님의 은헤를 믿으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워싱턴 디씨에서 한반도에서 화해와 통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한반도 평화 행진과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또 세계기독교 협의회, 한국 기독교 협의회, 그리고 미국 내 많은 교단들과 함께 모여 한반도 평화를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추구하는 일들을 의논하고 계획하려 합니다.    평화를향한 우리의 작지만신실한발걸음이 

평화의 잔잔한 물결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행진하며, 함께 기도할 때 평화와화해의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통일위원회  

회장 김정호 목사 

고문 정희수 감독 

mailto:lijakim7@hotmail.com


 

신청서 다운 

 

 

 

 

 

 

 

 

 

 

 

 

 

 

 

 

 

 

 

 

 

 

 

 

 

  

Please Join to End the 61 Years Long Korean War and Wage Peace! 

Did you know that the Korean War has never ended? With the Korea War Armistice of 1953, the people of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under the state of war for the last 61 years, causing persistent tension and conflict and 

leaving more than ten million separate families many of whom have been passing away without ever meeting their 

loved ones again.    

2012 General Conference of UMC has called all United Methodist to organize “a March for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2013 General Assembly of World Council of Churches adopted a statement on “Peace and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lling all partner churches to “embark a movement to replace the armistice 

with a peace treaty.”  A call for peace for the Korean peninsula is indeed a call from our risen Christ who has broken 

and still breaks every wall of division and conflict.  

 

Heeding such a call for peace, the Reunification committee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together with 

WCC, NCC Korea and many other UM and other ecumenical partners,  invite you to join together for “Korea Peace 

Vigil and March” in Washington, DC on Friday, July 25 and Saturday, July 26, 2014 in the 61st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Armistice.”  We will gather to witness the human cost of the unended Korean War, walk and 

pray  together to raise our voice to end the war and establish peace for the people of two Korea and the world!  

Peace March Registration 

http://www.nnkumw.org/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326657&sid=1ff8373a989dd6738bd2098696426351
http://www.nnkumw.org/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326658&sid=56be7d50bba6707c5336fdc7128494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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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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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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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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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