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은혜의 물결이 출렁인 찬양제를 

마치고……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제 11 회 연합 찬양제가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교회에서 9 월 28 일 

주일 저녁에 200 여명의 여선교회 

회원들과 식구들이 모인 가운데 

은혜롭게 펼쳐졌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예년에 

비해 참석한 교회는 비록 적었지만, 

그 어느 때 보다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을 은혜의 단비로 흠뻑 

적셔주었다. 찬양제에 앞서 

개회예배 때에는 임원들이 준비한 “우리들의 선교 이야기”를 통해서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에 대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모습들을 영상 자료를 통하여 더 알게 되었고 또한 실지로 현지인들로 분장한 

여선교회 회원들이 그들을 대신하여 간증문들을 발표함으로써 우리들 또한 그곳 현지인들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사역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세심한 영상 자료를 준비함으로 이번 찬양제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여선교회 연합회의 사역인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에 대하여 더 많이 배우며 마음 깊이 동참하고 싶은 심령들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으리라 확인하는 순간이 되어서 정말 기뻤다. 



이번 찬양제에는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청년공동체 40 여명이 참석하여 “믿음으로 서리라’ 라는 곡으로 

서두를 시작함으로 벌써 은혜의 강가로 몰아넣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국연합회의 아시아전도부인 사역에 대하여 처음으로 배우고 공감하며 선교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다. 다음의 뉴욕감리교회의 찬양대의 잘 준비되고 절제된 찬양 역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었다. 뉴욕한인교회의 남매 

되시는 두 분의 찬양은 얼마나 

가슴을 절절하게 

만드는지… 합창만 듣다가 

이렇게 독창 또는 혼성 이중창을 

들으니 색다르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밀려오는 

순간이었다.  또 빼 놓을 수 

없는 율동찬양……임성혜 

권사님께서는 율동찬양 팀 

만으로 부족하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찬양팀과 성도님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율동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  와……이런 방법으로도 찬양제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다니…… 모두가 

감격의 순간이었다. 또한 미드 허드슨 교회 목회자 팀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어느 정도 만 알 수 있다면, 하나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한 채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찬양제 장소를 제공해 준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교회의 ‘축복하노라’ 찬양은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다. 모든 찬양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하며 미소 지으셨음을 확신한다. 

이번 찬양제를 기하여 발간되는 책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한 전직 

회장님들과 모든 임원들에게 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예배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원고를 담당하셨던 많은 분들이 모두 

시간 내에 보내주셔서 교정과 편집을 하는 과정을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영상 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 몇 주간 동안 컴퓨터 앞에서 수고해 주신 김성태 권사님께 연합회를 대표해서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바이다.  

 

(글: 김혜숙 권사,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홍보부장) 

 

11th NY Annual Praise Night 

The New York Conferenc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Network had the Annual 

Praise Night at the Korean UMC of Staten 

Island on Sunday, September 28th, 

2014.  This was my third year participating 

in the event, raising funds for the for Asian 

women, children and Youth mission.  

The sanctuary was packed with people from 

all over the greater New York area 

worshiping together through music and 

praise songs.  My heart was moved as I 

listened to the five church groups 

participating in various praise music. 

I thank God for sending a group of forty 

young adults from the First UMC in Flushing, who sang ‘I Decide,’ a solo sung by Hong Suk Lee and 

‘Stand on Faith,’ sung by the young adult group.  Their presence with us was an added blessing.  

The ministers’ team from the Mid-Hudson KUMC gave their commitment to the ministry singing the song, 

‘Father God’s Heart.’   



Each year we have special guest or group for the event.  This year we had two guests who were siblings. 

Their duet and solo were amazing.  When they sang, I felt the deep commitment of their faith.  It was just 

wonderful to hear them singing and praising God. 

Another special group was a group of five who were all women of 50’s and 60’s from New York Korean 

Methodist Church & Institute. Their singing with body movements showed us a different way of praising 

God in worship.  We had the privilege of learning the movements for the song, and it was fun. 

The choir groups from the New York Plainview KUMC and the KUMC of Staten Island were just fantastic. To 

hear the group of people singing and 

praising together with loud voices was 

a blessed experience. 

I thank God for the opportunity to be 

at the Praise Night with many other 

Christians with one heart to worship 

Him through praise songs and 

hymns.  Also I thank the congregation 

of the KUMC of Staten Island who 

opened their church to accommodate 

the event, and special appreciation to 

the KUMW of Staten Island who 

provided a delicious dinner for 

us.  Truly it was a blessed evening. 

 

(Written by Dorothy Kim, Vice President of NY Korean UMW Network) 

 대뉴저지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지난 9 월 21 일(주일) 오후 6 시 뉴저지 

갈보리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금년으로 제 

11 회를 맞는 대 뉴저지 연회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주최 "찬양의 밤"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갈보리교회(도상원 목사), 내리 아펜젤러 

기념교회(이성일 목사), 

뉴저지연합교회(안성훈 목사), 

러더포드교회(김보중 목사), 

만모스교회(김일영 목사), 베다니교회(장동찬 

목사), 그리고 

체리힐교회(고한승 목사), 등 총 7 교회의 

성가대와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뜨거운 

찬양의 축제였다.  

"무슨 일이든지 함께하면 쉽다"라는 짧막한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멀리 시간 반을 달려와 첫 테이프를 끊은 체리힐 성가대의 

"손뼉 치며 할렐루야 찬양(지휘:조상범)"은 성전을 꽉 채운 300 여명 성도들을 성령의 불길로 끌어 드리기 

시작하였다. 이어 만모스 여선교회 회원들의 "예수 사랑 하심"은 우리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날 사랑하셔서 지금 품어 주시고 계신 것 같은 성령의 감동 하심이 온 몸에 

전율을 느끼게 한 은혜로운 찬양 이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은 잘 만들어진 아름다운 곡 일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들이 모여서, 지휘자도 없이 EM Praising Team 은 반주에 맞춰 온 

정성을 다해 찬양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는다. 



특별히 이번 찬양제를 위하여 뉴저지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장로부부 성가단이 발족되어 "Shine On Me" 

찬양을 불렀는데 안성훈 담임목사님 부부까지 참가하셔서 더욱 아름다운 찬양이 되었다. 이외에도 정혜선 

한국 전통 예술원의 부채 춤과 소고 춤, 세계적인 바리톤 임성규씨의 "주의 옷 자락", 첼리스트 최민지씨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등 잘 짜여진 프로그램 순서 였다. 각 교회 지휘자, 성가대원, 여선교회 

회원들의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한 열기로 

2 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순서였지만 단 한 팀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질서있고 아름다운 찬양제였다. 

오늘의 찬양제를 위하여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신 각 개체교회 목사님들, 지휘자, 

반주자, 총여선교회 회장, 여선교회 임원들, 

등의 노고가 엿보이는 아름다운 찬양제였다. 이 

날 모여진 선교헌금은 Camden Neighborhood 

Center, CUMAC/ECHO, 몽골, Hurricane Sandy 

Relief 에 쓰여진다. 

세상은 어지럽고 곧 대전쟁 이라도 터질 것만 

같은 무서운 형국이지만 이 세상 어느 

구석에서인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 한 세상의 미래는 밝아 질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미약하지만 이웃을 도웁는 일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돌아오는 길은 밤이 

늦었지만 피곤치 않고 한없이 즐거웠다. 

(글: 이혜자 권사, 대 뉴져지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The Grater New Jersey Conference Praise Night 

The 11th Praise Night of the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UMW Korean Network was 

held on September 21st at the Calvar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Seve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in the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participated in this annual 

event. The total attendance was about one 

hundred fifty. 

As every year, many local businesses and 

church members gave their generous 

donations for our mission causes. The monies 

thus raised will be used for the Camden 

Neighborhood Center, CUMAC/ECHO, victims 

of Hurricane Sandy, and Mongol mission 

project. Present at the gathering were several 

UMW officers of the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and Palisades District to show their support for our 

good causes. 

 

Kudos for all network officers who gave their best and most! Most of all, Praise the Lord who made our 

Praise Night a great success! 

  

(Written by Lija Kim, Vice President of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KUMW Network)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바자회 

  

가을 맞이 선교 바자회를 마치고 

지난 9 월 20 일 남가주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가을 맞이 선교 바자회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바자 의 수익금은 대부분이  매년 7 월 

에 있는 Mission U  장학금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남가주 여선교회 회원들은  맛있고 

신선한 식품도 구입하면서  동시에 

선교학교  장학금을 기부한다는 자부심도  갖는 

좋은 선교의 기회입니다. 

 

주로 된장, 고추장, 멸치 등 주부들이 꼭 

사야하는 식품을 위주로 

판매했습니다.   이번에는 건강보조 음료와  새우, 버섯가루 등 새로운 것들을  조심스럽게 시도해 

보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선하고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는 좋은 

물건들을 소개하고 구입해서 사는 사람도 행복하고  판매하는 우리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몇년째 진행되고 있는 바자회이지만 우리 임원들은 할 때 마다 새로움과 감사함에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2014 년도 새 임원들이 처음 시행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메일 발송에서부터 주문을 받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마다 더욱 빛을 발하는 여선교회 임원들의 

해결사의  역할에 “할렐루야”를 외치며 

감사했습니다.  또한,  전임 선교부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사랑으로 새로운 선교부장이 행여나 힘들까봐 

기꺼이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셨고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이 기쁨으로 감사로 일하는 모습이 감동이었습니다. 

 

각 개체 교회에서도 바자회는 많이 계획되어 

있지만  일년에 두 번은 항상 연합회에서 하는 바자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개체교회 회장님들께서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협조해 주시는 덕분에 이번에도 

우리가 계획한 선교금액을 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상호협력하며 지혜롭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쁘고 어려운가운데서도 사랑으로 모여 열심히 봉사하는 여선교회 임원들의  얼굴에 핀 미소가 벌써 

2015 년 봄바자의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듯 모두 만족스런  모습으로 행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 허락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글: 이정숙 권사, 남가주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부장 ) 

  

 

   

 FALL MISSION BAZAAR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UMW held its 

annual fall mission bazaar on Sep 20.  

As big portion of the proceeds from the bazaar 

is earmarked as scholarships for Mission U, 

held in July annually, it offers an excellent 

opportunity for members to purchase tasty food 

items as well as participate in the worthy cause 

of raising scholarship funds as. 

 

Carefully chosen bazaar items included such 

staples as bean paste, hot pepper paste and 

dried anchovies. In addition, this year, we 

cautiously offered new healthy items such as 

nutritious drinks, shrimp and mushroom 

powders, and the response far exceeded our 

expectations. I hope we can continue to please 

the consumers by introducing items that are fresh and healthy , but not readily available in the stores. 

 

Over the years, the mission bazaar has settled in as a tradition, but the organizing officers are blessed 

each time it is offered. It is in fact, a first big event organized by the new 2014 mission team, and as 

such, we naturally had a few glitches, especially with mailing, taking orders, and purchasing items. But, 

true to KUMW spirit, the team thankfully praised “Hallelujah” as the team came together and resolved all 

the challenges.  

It was especially blessing to have the past mission coordinator being so considerate and lending her full 

support, as well as for the president and the whole team serving with such joyful hearts. 

 

Many churches hold their own bazaar, but nevertheless, 

they happily support the Network’s bazaar, and as a result, 

we were able to achieve the set goal. 

 

I believe that it was Lord’s way of teaching us the lesson 

that when the team learns to work together with wisdom, 

all things work out for good. Thanks to the joyful serving 

of the team members, we were able to complete the Fall 

Bazaar and already looking forward to the 2015 Spring 

Bazaar. 

 

Praise Lord for His Provisions! 



 

  

(Written by, Lee Jung Sook,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Coordinator for Missions) 

 2014-2016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새 임원단 

 

2014-2016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새 임원 

(New Mission Team of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회장(President): 최미란 권사 (Milan Choi) - Valley KUMC 

기획 부회장 (1st Vice President): 최경애 권사 (Kyung Aeh Choi) - La Palma KUMC 

활동 부회장 (2nd Vice President): 박옥란 권사(Grace Park): Wilshire UMC 

서기 (Secretary): 이병애 집사 (Lisa Lee) - Kum Ran UMC 

회계 (Treasury): 박혜란 권사 (Hyeran Park) - Bell Memorial UMC 

영성부장 (1st Spirituality Coordinator): 김연옥 권사 (Diane Yeon Kim) - Kum Ran UMC 

제 2 영성부장 (2nd Spirituality Coordinator): 정니콜 집사 (Nicole Jung)Joosarang Korean Mission 

교육부장 (1st Education Coordinator): 한마가렛 권사 (Margaret Han) - Wilshire UMC 

제 2 교육부장 (2nd Education Coordinator): 김여숙 집사 (Ryus Kim) - Bell Memorial UMC 

선교부장 (1st Mission Coordinator): 이정숙 집사 (Anne Kim) - Van Nuys UMC 

제 2 선교부장 (2nd Mission Coordinator): 수 김 집사 (Sue Kim) - Holliston UMC 

음악부장 (Music Coordinator): 홍주현 집사 (Ju Hyun Hong) - Los Angeles KUMC   

친교부장 (1st Fellowship Coordinator): 레베카 황 집사 (Rebecca Hwang) - Valley KUMC 

제 2 친교부장 (2nd Fellowship Coordinator): 민인실 집사 (Rachael Min) - Valley KUMC 

사회부장 (Social Action Coordinator): 이지선 집사 (Jisun Lee) - La Palma KUMC 

홍보부장 (Communication Coordinator): 박미숙 집사 (Mi Sook Park) - La Palma KUMC 

자료부장 (Resource Coordinator): 이정희 권사 (Jung Hee Lee) - Valley KUMC 

회원양성부장 - 북부 (Membership Coordinator, N): 김경숙 권사 (Kyung Sook Kim) - WIlshire UMC 

회원양성부장 - 동부 (Membership Coordinator, E): 깅영엽 집사 (Yung Y. Kim) - Hansarang KUMC 

회원양성부장 - 남부 (Membership Coordinator, S): 김영숙 집사 (Denise Kim) - Grace KUMC 

회원양성부장 - 서부 (Membership Coordinator, W): 이제인 집사 (Jain Lee) - Los Angeles KUMC 

회원양성부장 - 샌디에고 (Membership Coordinator, San Diego): 박혜숙 권사 (Ana Park) - KUMC of San 

Diego 

공천위원장 (Nomination Chair): 손미애 권사 (Julie Sohn) - Wilshire UMC 

공천위원 (Nomination Committee): 박나미 권사 (Namy Park) - Kum Ran UMC 

공천위원 (Nomination Committee): 최순복 권사 (Naomi Choi) - Holliston UMC   

공천위원 (Nomination Committee): 김영매 권사 (Young Mae Kim) - Holliston UMC 

공천위원 (Nomination Committee): 정희은 권사 (Heeon Moon) - Los Feliz UMC 

한인코오디네이터 (Korean Coordinator): 한마가렛 권사 (Margaret Han) - Wilshire UMC 

UMW 코오디네이터 (UMW Coordinator): 장호경 집사 (Ho Kyung Chang) - Holliston 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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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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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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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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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