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교세미나 

  

2014 년도 제 1 회 선교세미나를 

참석하고… 

이 글을 쓰면서, 몇주전 맨하탄 

거리를 걸으며, 유스호스텔과 

세미나 장소인 뉴욕한인교회를 

오가며, 지하철을 타고 다니던 

것이 참으로 귀한 추억이 

되었음을 알았다. 함께 한 방에 

열명씩 지내며, 두 화장실을 한 

층에서 함께 쓰며, 기숙사와 같은 

분위기에서 살아본 것이 얼마나 

오랜만이었는 지 조금은 불편하였지만, 서로 더욱 가까와지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어려운 영어강의였지만, 마음과 마음을 모아 정성껏 선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 열심히 배운 시간들이었다. 이 만남이 세미나 못지 않게 큰 선물이 

되었다. 

이번에 실시된 선교세미나는 10 월 9 일부터 11 일까지 2 박 3 일동안 한국여선교회원들을 

위해서 “21 세기 전도부인 프로그램”이란 주제로 열렸다. 김혜선 목사님을 포함한 네분의 

UMW 직원들과 아프리카와 카리비안 지역에서 오신 두 분의 UMW 선교사님들이 교육을 

하셨다. 모두 서른 일곱분의 한인여선교회원들이 참석하셨으며, 그 중에는 다섯명의 젊은 

여성들도 포함되었다. UMW 의 전도부인 프로그램의 신학과 방법론, 그리고 성경공부와 

예배, 커리큐럼에 대해서 이론과 실제를 함께 훈련해 주셨다. 

첫 시간, 한 여인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글로리 박사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다. 회원 중 

한 분이 나오시고, 두터운 스카프로 그 위에 덮어지고 또 덮어지며 겹겹히 숨이 답답하도록 



압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무엇을 보았는가의 질문에서부터 그 여인가 되어서 

느껴보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나누어 보았다. 

21 세기 전도부인 프로그램의 선교적 

신학의 파라다임은 상호성 

(Mutuality)이라고 하였다. 성경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특정인의 지역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한 그 

사람의 삶의 상황에서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확고한 기본진리는 변함이 

없지만 말이다. 그러므로 선교 

프로그램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선교지의 

사람들과 동역을 하는 것이고, 그 

분들의 필요에 동참하여 프로그램을 만들며, 선교지의 분들에게 제자훈련을 지켜서 그들이 

직접 리더로서 역활을 할 수 있게 돕는 것이라고 하였다. 

선교는 함께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민자들 이주자들, 

피난민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가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흩어진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 

전도부인 프로그램에서는 Laubach Literacy 에서 쓰는 FAMA (Facts, Association, Meaning, 

and Action)을 방법론으로 사용하였다. 현재 일어나는 객관적 사실을 보고, 그것이 어떤 

이슈인지를 그룹 안에서 같이 생각을 나눈다.또 이 사실과 연관된 상황을 생각한다.그 다음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질문함으로 그룹원들이 함께 생각하고, 토론하며 방법을 찾는 접근법이다.성경공부도 

FAMA 를 통해서 말씀을 삶과 연관되고,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생각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지를 배웠다. 

커리큘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년 전부터 선교지에 가서 직접 답사하여 그 지역의 전문가와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필요한 교육내용을 정하고, 음악과 기도문, 자료들을 그 지역에 맞게 

준비하였다. 문맹자들을 위해서 그림으로 된 교재를 개발하여, 교육하고 또 행동으로 

연결시켰다. 

한국 디아스포라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원들인 그동안 아시아전도를 위해서 직접 

참여하신 간증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베트남, 말레이지아, 인도, 몽고, 중국 등 지역에서 

선교하신 경험을 통하여 주기보다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었고, 그 곳 

문화를 배우고 팀에서 함께 

순종하고 협조하는 팀스피릿을 배울 

수 있었고, 또한 선교지 여성들의 

열정과 적극성 그리고 노력을 보며, 

새로운 자극을 받았다고 했다. 

선교지에서 서로의 마음을 여시고, 

일체감과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함께 하심에 큰 은혜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나눔을 하시는 

분들의 얼굴에서 기쁨과 감동이 

흘러나옴을 보면서 바로 그 곳에서 

주님의 만나는 귀한 기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선교세미나를 통해서, 더 이상 일방적인 선교가 아니라 서로 배우고, 나누는 선교임을 

배우고, 그 분들의 상황에서 같은 맘을 품고 그 분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젊은 20 대 여성들이 와서 열심히 강의를 듣고 

활동에 동참하면서, 선교에 눈을 뜨고 열정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어서 참 흐믓했다. 

우리 한인여선교회원들을 위해 선교세미나를 준비하시고, 정성으로 가르쳐주신 UMW 

직원들과 선교사님들께 감사드리고, 일일이 음식, 숙소, 전반적인 행사준비를 다 해 주신 

김명래 총무님, 그리고 뉴욕연회 여선교회원님들의 수고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드린다. 

교회장소를 제공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이용보 담임목사님, 세미나 중 방문하셔서 

격려해주신 여선교회 본부의 국장이신 Harriett Olson 께도 감사를 드린다. 또한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축복이었다. 이번 선교세미나는 모두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기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글: 김지영 집사, 뉴잉글랜드 연회 Korean Language coordinator) 

  

 

 
The 1st Mission Seminar! 

It was a precious 

experience and memory 

that will stay with me for 

a long time. Taking 

subway trains between 

the Youth hostel and New 

York Korean Methodist 

Church and enjoying 

walking through the big 

city of Manhattan. 

We spent one room with 

10 people like living in a 

dormitory. Even though 

there was some inconvenience in one room with five bunk beds, it made our relationship 

much closer and gave us joyful moment. 

Taking English spoken lectures were challenging but it was great opportunities to 

understand the true purpose of missions and the way to approach it. It is not only the 

lectures that we appreciated but also the friendship we built during the seminar. 

This three-day seminar was organized, led, and taught by four UMW staffs including Rev. 

Heasun Kim, and two special guests of ministry from Af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The 

topic was “21 century Bible Women”. 37 Korean women from various conferences 

attended and we were so excited that five women in twenties were attending the seminar 

with us. 

The program covered the theological foundation, method of Mission, bible study, worships 

and curriculum. Both theories and practice were well balanced. 

Dr. Glory Dharmaraj demonstrated one example of suppression by covering a woman with 

layers of scarfs over and over her head and she felt suffocated and depressed. We shared 

our feelings, her feeling and what we can do. 

21 century Bible Women must be a mutual approach.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good news must consider geographical, cultural, and historic uniqueness and must be 

realistic to their lives as long as the true messages in the Bible are not altered. 

The instructor stressed that Bible Women Program must be work-together between foreign 

missionaries and people in the mission areas. It must not be “You and Me” but “us” so 

we all are partners. Bible Women Program focuses on training local leaders and equipping 



them properly so they can take the leadership in their community, and it develops the 

program that is the best approach locally. 

Ultimate goal of missionary 

is to bring the scattered 

God’s children as one 

family under the God. There 

is no more particular 

destination of the 

missionary. Globally 

everywhere is the areas for 

the missionary. God is 

using the diaspora for His 

ministry who are 

immigrants, migrants, 

refugees, job seekers... 

The bible women program is adopting the method of FAMA (Facts, Association, Meaning, 

and Action) from Laubach Literacy program.  

To prepare the right curriculums for a selected ministry, they dispatch a group of staffs in 

advance to determine the subjects of teachings with local subject matter experts and to 

select music and songs, materials that are relevant to the region. Because some people 

can’t read, pictures are used to communicate with them. 

We had an opportunity to hear the testimonies from Korean Diaspora in USA. The speakers 

shared their experiences while they were in Vietnam, Malaysia, India, Mongo, and China. 

They said they supposed to be givers but they became receivers and leaners. The mission 

opportunity made them grows internally, allows them to learn local cultures, and built team 

spirit through submission. They also got new challenges by witnessing local women’s 

dedication and passions for Jesus. They reconfirmed to us that God opened their hearts 

and made them one family through Holy Spirit so they felt overflowing grace from the Lord. 

We saw their true happiness and thankfulness on their faces when they shared their 

testimonies with us and we were sure they had an opportunity to meet the Lord 

One of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learn from this seminar is that successful missionary 

must have mutual efforts, learning together and sharing together.  

We learned that loving God and neighbor mean to become their voices and to take actions 

with them. Young women at the age of twenties are our future and we are so blessed to 

see their participation, their involvement, and their passion on this seminar. 

We appreciate UMW staffs and missionaries for the preparation of this seminar and sharing 

valuable information with us. Special thanks to Myungrae Kim Lee as an executive director 

for NNKUMW who worked very hard from behind to make this mission seminar fruitful and 

exceptional and members from New York conference for the great hospitality. 

Thanks for General Secretary of UMW national office, Harriett Olson who visited and 

encouraged us! And thanks for Rev. Yongbo Lee who is a senior pastor at NY KUMC 

provides place and his strong support. All the participants were the blessing to each other. 

We know it is only possible through His Grace and His Preparation. Praise the Lord! 

(Written by, Jiyoung Jin, Korean Language Coordinator of New England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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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세미나를 다녀와서…… 

 

연합감리교 여선교회 선교세미나가 2014 년 10 월 9 일부터 12 까지 뉴욕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되었는데 전국연합회 한인여선교회원들, 현지 선교사님들과 

여선교회 본부에서 일하시는 분 들 40 여명이 모였다. 이 세미나의 주요 목적과 목표는 

연합감리교회 여성 지도자들을 전도 부인 사역에 필요한 선교신학과 교육과정, 예배와 

성경공부 방법론들로 훈련하는데 있었다.  

나는 이 세미나에 대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고 

참석을 하였다.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세미나 날짜가 다가오면서 

왜 참석 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사실로 고백하자면, 

신청한 것을 후회도 하였다. 

세미나실에 발을 디뎌놓는 순간, 

나는 실망함, 어색함,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다. 떠나고 싶었다. 

이렇게 힘든 시작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움이 실제적으로 시작될 

때, 나는 그 때 진행되고 있는 행사에 쉽게 몰두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였다. 우리는 

상호관계적인 신학에 대하여 배웠다. 짧은 시간에, 믿음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어떤 

상호관계를 갖는가를 나누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알아가며 이해를 

해 가는 것으로 삶에서 연습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뢰하는 관계, 즉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되는 신뢰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여성들이 그들의 

이야기들을 말하기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그때 명심해야 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판단해서는 안되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안전한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데 

기본적인 부분임을 나눠야 한다. 나는 또한 침묵과 함께 편함을 느끼는 것도 괜찮은 것임과 

다양한 관점에서 다르게 배우고 생각하는 것도 허락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는 FAMA 성경공부 방법, 사실들, 그것과 관계된 것들, 의미, 그리고 행함을 훈련 

받았다. 비판적 사고력과 단체 토론을 쉽게 촉진하는 것을 돕는 과정인 것이다. 이런 

기술적인 교육 후에, 우리는 성경말씀을 중점으로 그룹으로 모여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이 훈련이 새로운 차원의 이해력으로 내 마음을 열어 주었다. 이 방법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각 사람들의 성품과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이해로 끌고 간다. 이 방법론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논의를 할 수 있었고 

성경말씀으로부터 더 많은 토론들을 야기 시킨 현시대의 문제들의 교훈들을 우리의 

문제들에 적용할 수도 있었다. FAMA 방법을 배우기 전에, 우리는 ‘전후 관계상황’에 대하여 

배웠다. 그 상황에서의 교훈을 얻는다는 것은 오직 한가지 해석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상황을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방법에는 생명이 주어져야 한다. 

우리는 상황을 해석한다.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생명-자유함을 가져다 주기 

위한 해석을 해야 한다. 그와 반대로 우리를 묶어버리는 해석은 안 좋은 것이다. 선교는 

항상 특이한 상황이며, 항상 구체적이다.  

한가지, 내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다중억압으로 알려진, 상호 교차성의 개념에 대해 배운 

것이다. 이 용어는 모든 감정들, 인격, 그리고 내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하지 않은 



의미들이다. Google 에서는 각 

개인에게 적용되는 인종, 계급, 

성별 같은 사회 분류들의 상호 

연결된 속성으로, 계속 겹쳐짐과 

차별이나 분당함의 상호의존적 

체계로써 여겨진다고 정의한다. 이 

정의는 다중억압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알게 해 주었다. 

그러나. 이 용어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이야기와 

상황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선교세미나에 내가 배운 것은 내가 나가서 쉽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로 표현하거나 내가 경험한 것이 무엇인가를 묘사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나는 사흘에 

일년가치의 많은 정보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세미나는 여성들이 앞장서서 필요한 일들을 

완수하는 것에 대한 그들의 지식을 더 강화 시킬 수 있는 것을 경험한다. 나는 이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번에 나는 내 앞에 놓여지는 기회는 잡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 기회들은 우리의 현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기회들인 것이다. 모두 

주어지는 기회는 소중한 것이며, 거기에는 항상 배울 것이 있는 것이다. 나는 이번 기회에 

많은 것을 배웠지만,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나는 

깨닫는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나는 그들의 마음 중심으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기 위한 지식과 능력을 가진 여성들을 만났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하여 언제가 는 

지도가 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젊은 여성으로써, 나는 이 배운 모든 지식들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여성들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세미나가 또 하나 나를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지식은 아무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뚝 서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기회를 주신 전국연합회에 감사를 드린다.  

(글; Rachell Kim, 대 뉴저지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Young Woman) 

  

 
 

After Mission Seminar… 

The UMW Missions Seminar was 

held on October 9, 2014 to October 

12 at New York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Gathered 

together were about 40 women from 

NNUMW, regional missionaries and 

UMW National Office. The main goal 

and purpose of the seminar was to 

train United Methodist Women 

leaders in the mission theology, 

curriculum, worship and Bible study 

methodologies of the United 

Methodist Women’s “Bible Women Program.” 

I attended this seminar not knowing what to expect. I said I would go, but I did not know 

why and as the seminar date approached, admittedly, I regretted signing up. The moment I 

stepped into the seminar room, I felt disappointed, awkward, and uncomfortable. I wanted 



to leave. Despite the rough start, 

when the learning actually began, I 

found myself easily being immersed 

into the day’s events. We learned 

about the theology of mutuality. 

Which is, in short, sharing what we 

have mutually in faith together with 

another person? This can be 

practiced by seeking out 

understanding and really getting to 

know the other person’s story. It is 

important to adopt a trust 

relationship; one where trust is given mutually between people. We have to be intentional 

in building safe space for women to tell their stories. Keeping in mind not to judge the 

story or share someone else’s story is an essential part of creating this safe space. I 

learned that it is okay to be comfortable with silence, allowing learning and thinking 

differently in many aspects.  

We were trained in the FAMA bible study method, which stands for facts, association, 

meaning, and action. It is a process that helps facilitate critical thinking and discussion on 

a group level. After a technical lesson, we were given the opportunity to put this method to 

use in groups focusing on scriptures. This opened my mind to a new level of 

understanding. It forces you to dive deep into the text to understand each character and 

what is going on. Through this method, we were able to further discuss and even apply the 

lessons from scripture to modern day issues which sprouted even more discussions. 

Before learning about FAMA, we learned about context. What I took away from the lesson 

on context was that there is not only one interpretation. Every situation can be seen 

through multiple perspectives, however, the way we look at it needs to be life giving. We 

interpret the situation through its context in order to bring the other person life—freedom. 

On the contrary, interpretation that chains us down is not good. Mission is always context 

specific, always global. 

The one thing I learned that I am sure I will not forget is the concept of intersectionality, 

also known as intersectional oppression. This term is full of emotions, personality, and 

meanings that I have yet to fully process and understand. On google, the term is defined 

as the interconnected nature of social categorizations such as race, class, and gender as 

they apply to a given individual or group, regarded as creating overlapping and 

interdependent systems of discrimination or disadvantage. It gives an overall idea about 

what intersectionality is, but to really understand we need to be able to know the context 

and story about each individual or group. 

What I have learned at the Missions Seminar is not something I could easily share. It is 

difficult to say in words or describe what I have encountered. I was taught years’ worth of 

information in just four days. This seminar is an experience that women need to be 

exposed to so that they can be empowered with their own knowledge about what needs to 

be done. I am thankful that I was able to attending this seminar. I learned that any 

opportunity that comes to you should be taken; they are chances to grow beyond our 

current levels. Every given chance is precious and there is always something to learn. I 

learned so much but the more I learn, the more I realize just how much more there is to 

learn. Through this seminar, I met women who have the ability and knowledge to help and 

teach from the bottom of their hearts. As a young women who strives to be a leader one 



day through whatever I am able to do, I want to put this knowledge into use to stand up for 

other women in need. If the lessons from this seminar have taught me anything, it’s that if 

there is no action, the knowledge means nothing. We need to become people who step 

out in faith and touch the hearts of others. Thank you. 

(Written by, Rachell Kim, Young woman, NJ)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Walk a thon 이 가져다 주는 의미 

북가주연회 여선교회 연합회는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있다 

그중 나에게 가장 의미가 있는것은 

walk a thon 선교 걷기를 꼽는다. 

모든 행사가 목적이 있지만 아시아 

전도부인의 의미를 다시 생각 해 

보고자 한다 

아시아 전도 부인의 사역은 여성과 

청소년을 위한 사역으로 여성지도력 

훈련,웨슬리신학교 ,선교소(mission 

cow)보내기 ,중국 휘남성 조선족 

한족을 위한 전도부인 

훈련 .....등등을 지원하고 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보기 함을 전파하며 눌린자를 

자유케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누가복음 4:18-19) 

예수님이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나에 의미를 두면서 나도 예수님 마음이 되어 보고자 한다 

성경에 보면 너희는 과부와 어린아이를 돌보라 하셨고 (약 1:27) 

예수님은 늘 약한자 억눌인자 병든자 가난한자 편에 서서 그들을 사랑으로 함께 하였음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된다 (마태 25:35-46) 

나도 아내로, 어머니로, 교회의 리더로 지내면서 얼마나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았는지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한 가정을 가진 엄마와 아내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난한자의 삶이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하는 것이다. 어쩔수없이 건강을 돌보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을 못 받고,하루 하루 살아가는 삶이 고달풀수 밖에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우리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및 연합감리교회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며 감사한지 모른다 

힘들게 사는 아시아에 있는 여성들에게 자립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며 

돼지를 사주어 키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일들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점점 더 모임이 

의미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는 인디안 썸머가 있어 무더운 날씨임에도 많이 모인 여선교 회원 및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특별히 뜨거운 불 앞에서 정성껏 고기를 구워주신 버클리연합감리교회 권혁인 

목사님과 , 조셉전도사님 그리고 여선교회 회원들께 감사드린다 

내년 10 월을 기다리며, 북가주 연회 여선교회 회원 모든 가족들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도하면서... 

(글: 최영화 권사, 북가주 연회, 버클리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 

  

 



  

 The Significance of The Walk-A-Thon 

There are many events conducted 

within the Northern California 

Women’s Missionary Union. Among 

them, I would select the Missionary 

Walk-A-Thon as the most personally 

significant. Although all events 

possess a goal, I feel obliged to 

reflect again on the meaning of 

being a member of a missionary in 

Asia.  

The ministry of a member of the 

Asian mission has encompassed 

sending female leadership training, a 

Wesleyan theological school, and 

the mission cow, all to the countries bordering Western China; training missionary 

members among the woman training among the ethnic Koreans and the Han peoples in 

China. 

“The Spirit of the Lord is on me, because he has anointed me to preach good news to the 

poor. He has sent me to proclaim freedom for the prisoners and recovery of sight for the 

blind, to release the oppressed,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Luke 4:18-19). 

In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whom Jesus had loved the most, I would like to look 

from His heart’s perspective: 

If one looks in the Bible, one is told to “look after orphans and widows” (James 1:27). 

And one can see, in several places in the Bible, that Jesus always aligns himself with the 

weak, the wronged, the ill, and the poor (Matthew 25:35-46). 

I am obliged to consider how much I have effected the Lord’s teachings as I have live as a 

wife, as a mother, and as a leader of the church.  

Moreover, through the lens of a mother and wife, I realize how heart-rending is the life of 

the needy. 

It is to my great relief that the Northern California Women’s Missionary Union an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to both whom also goes my thanks - is able to assist, at least 

a little bit, the needy, who cannot take care of their health; who cannot receive education’s 

benefits; who are compelled to lead weary daily lives. 

Teaching and providing technology to the woman living laboriously in Asia in order for 

them to develop independence, while purchasing pigs for them to raise to support 

themselves, are actions through which I wish could all participate - leading in these 

actions developing a significance of togetherness.  

I thank the many members of the Northern California Women’s Missionary Union, along 

with their families, who gathered together in spite of the this year’s sweltering Indian 

Summer heat. 

To BKUMC Pastor Hyeok-In Kwon, Minister Joseph, and the NCWMU members who 

heartfully grilled the meat before the hot fire - I extend special thanks. 

As I await next October, I also pray that the Lord’s grace rests with my family of the 

Northern California Women’s Missionary Union. 

Senior Deaconess Young-Hwa Choi, Chairperson of the Women’s Missionary Union, 

Berkeley United Korean Methodist Church. 



  

(Written by, Ruth Choi ,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BerkeleyKUMC) 

북가주 연회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총여선교회 사진선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만두바자. 김치바자. 벼룩시장등으로 

선교헌금을 모금하기도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합하여 

선교합창제로 각자가 가진 재능을 

기부한다.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며 자연과 

함께하여 걸음으로 하나님 주신 

복음전파를 위한 선교를 하기도하며 

받은 따뜻한 심성으로 한땀한땀 

만들어내는 뜨개질로 혹은 

젊은이들은 영혼 깨끗이하듯 

더러워진 차를 깨끗이하는등 각종 

모금으로 선교에 한 부분을 담당하기도한다 

몇 년전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던 문화강좌를 통해 줌마사진동호회가(회장;박태화 

장로) 발족되었고 이 사진동호회에선 주신 재능을 사용하여 지난 10 월 25 일- 26 일 

사진전시회를 통해 선교헌금을 모금하였다. 

현대 문화의 발전으로 디지털 카메라의 장점을 살려 아름답고 심도있는 촬영이나 추억이 

담긴 사진을 여러장 인화할 수 있음으로 실행 가능한 선교모금이 된것이다. 

정말 사진을 통해 선교를 위한 헌금이 모여질 수 있을까 두려움반 기대감 반으로 

시작되었지만 역시 하나님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기도가 모여, 채워주시고 영광받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 주셨다.  

이렇게 모금된 선교헌금은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의 총여선교회에(회장;최애숙 

권사)전달되었으며 개척교회로 새로 세워진 주향한연합감리교회에,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전달하기로 결정되었다. 

작은 재능이 모여 큰 강물되어 힘이 되는 것을 알게 된 귀중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음을 

감사 드린다. 

(글: 김시춘 집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홍보부장,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We offer our talents raising mission 

funds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selling 

homemade dumplings and kimchi, 

organizing rummage sales, and even 

bringing our beautiful voices together in 

praise worship. 

 

As we participate in mission walkathon, 

we’re thankful for our health and for the 



nature. Some of us may take part in the mission by pouring our loving care into the 

knitting, and young adults take care in washing cars as if cleansing the souls. 

 

Few years ago, ‘Zoomma Photography Club’, led by Taehwa Park, was created through a 

cultural event at Santa Clara KUMC, and on October 25~26, members organized a 

photography exhibition to raise mission funds. Taking advantage of the state of the art 

technology of digital cameras which enabled us to take beautiful and sophisticated 

pictures and make multiple copies, we were able to hold a successful fundraising event for 

mission. 

 

We were somewhat skeptical and somewhat anticipating whether we can really raise funds 

by selling pictures, but thankfully, our prayers were answered and we were able to bring 

glory to God who exceeded our expectations. The funds raised were presented to UMW 

unit at Santa Clara KUMC, Choi, Aesook, president, which was to be designated to Joo 

hanghan church, a newly planted church, as well as to NNKUMW. 

 

Thanks be to God for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n event where when small talents 

are offered, they come together to create a powerful force, like the river. 

 

(Written by Spring Kim, Coordinator of PR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Santa 

Clara KUM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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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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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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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NKUMw is a mission fruit of the UMW. Its dramatic growth has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neighbors.   We can say 

we are offspring’s of Mrs. Baldwin’s mission offering, so we owe her the debt of mission.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Since 2007, the  NNKUMw had the leadership training event without the suppor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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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