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도자 훈련 안내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한인여선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2015 년 전국지도자훈련을 실시하며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지난 1993 년부터 시작된 전국지도자 훈련은 올해 21 주년의 

청년의 나이가 되었고,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선 전도부인 선교사역을 미국 여선교회 본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국에 계신 여선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인여선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Korean-American Young Women 을 20 명 초대하여 함께 지도자 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세대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기 위한 전국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여선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린 내용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며, 주변의 여선교회 회원들께 권면해 주셔서 전국에서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엄마와 딸을 함께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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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글;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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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mbers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May the lov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r church and family.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invites you to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 in 2015. Many Korean UMW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since 1993 

have become leaders of United Methodist Church. In Asia, they give 

training for Asian Bible Women’s Programs with UMW National Office. 

All these are made possible by God’s grace and UMW members’ prayers 

and support. 

This year, we are planning a training event with the Korean-American 

Young Women. Through this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 where multi generations get together, teach, and learn from each 

other, we want to find God’s purpose for the Korean UMW and we want to be used as His tools to transform the world. 

Please pray for us and encourage KUMW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Also, would you buy air ticke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oil price is goes up every day. 

You can download applications and guidelines at our web-sitewww.nnkumw.org. 

2013’s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 Theme: Women in Mission 

• Time: Sept. 24 (Thurs.) – Sept. 27 (Sun.), 2015 

•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 Eligibility: Members of Korean UMW (First 130 registrants) and Young Women: First 20 registrants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Korea) 

• Registration Fee: $300 (includes room, board, and program fees) 

• Deadline: June 30, 2015 

• Scholarships 

 

1) Travel: 50 % of airfare (or driving expense), maximum 

$150, will be reimbursed after the event. 

2) You may donate your travel scholarship for leadership 

training of young women as future leaders. 

3) Scholarships for young women: women under the age of 

40 years who demonstrate leadership qualities. Will 

reimburse $200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event 

4) Young woman over the age of high school get free 

registration fee. 

5) We invite mothers and daughters. 

• How and Where to Register: By mail: Please send the 

application and application fee to  

Kungsook Kim: 75 Winter Lane, Hicksville, NY 11801 

(Home)516-520-0146 (Cell) 516-643-1855 / 

kyungkim213@gmail.com 

• Please make checks payable to “NNKUMW” 

• Contact person: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mrkim81@gmail.com 914-473-7401 

 Young Women 전국지도자 훈련 안내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will hold its biennial national training at Scarritt Bennett 

Center in Nashville,Tennessee. 

This training will be held on Friday, September 25 through Sunday, September 27, 2015. 

http://www.nnkumw.org/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408129&sid=3ebc8aa507c8ffdb344767eaf763cc1c
mailto:kyungkim213@gmail.com
mailto:mrkim81@gmail.com


The participating young women will be working together to discuss the theme of “Women in Mission”. 

There will be guest speakers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missions and volunteer opportunities to practice missions in the local area. 

This is a great time for young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from all over the nation to gather and meet one another 

to create new friendships. 

If you or someone you know are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training, please feel free to contact Sunmin Park, the Young Women’s 

Coordinator. Space is limited to 20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encouraged to apply as soon as possible. 

 

UN 세미나 



가슴아픈 여성들의 이야기 

매년 3 월 초쯤 국제연합 여성지위향상 위원회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tatus of Women)가 뉴욕시에 위치한 유엔 

본부에서 두 주간 동안 열린다. 올해로 59 회를 맞은 이 모임을 

통해 매년 세계 각 처에서 희생되고 있는 무명 여성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그동안 여성들의 지위가 많이 개선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성의 평등함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싸워가야하는 오르막 길로 멀고도 외로운 전쟁이다.  

20 년 전 중국 북경에서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을 선포하고 여권이 인권임을 계몽하며 재인식하게 하려고 

추진하여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도전이 되는 이야기들이 

올해의 주요 안건이었다. 

한국에서는 정신대로 희생당한 여성들의 이야기와 차별 대우를 받고 사는 직장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비영리 단체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었다. 가장 열악한 여성들의 상황은 대부분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의 저개발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말라위는 15 세에서 19 세의 여성 자살율이 두번째로 높다고 한다. 게다가 법적 결혼 연령이 낮고, 강간으로 13-

14 세의 소녀들이 임신 기간과 분만 때에 건강 관리를 전혀 받지 못하여 산모와 태아가 죽는 확률이 높다. 

어린이 신부 (Child bride)를 풍습이라고 인정하는 나이지리아, 인디아, 아프가니스탄, 예맨 등지에서는 집안 어른들끼리 

어린 자녀들의 결혼을 미리 약속하는데 가난을 핑계로 부모 자신들보다도 나이가 많은 남성에게 열 살도 안 된 여아들을 

첩으로 파는 예가 흔하다. 유엔 통계에 의하면 매년 1500 만명의 18 세 이하 여아들이 결혼을 하며, 저개발국가 여아들은 

9 명중 1 명이 15 세 전에 결혼을 하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 전혀 건강 관리에 대한 지식 없이 임신을 하고 분만을 하다 

산모와 아기가 목숨을 잃게 되고, HIV/AIDS 를 걸리는 예가 허다하다. 남편과 시집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녀들과 

쫓겨나는 경우도 흔한데 특별히 갖은 기술이 없이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게 되는 여성들은 인신매매 하는 이들에게 쉽게 

먹이가 되고있으며 여성을 성적, 폭력대상으로 생각하는 남성들로 인하여 이런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남미의 컬럼비아와 아프리카의 콩고와 수단 등에서는 군인들이 어린 소녀들을 집단 성폭행을 하는 것을 정부와 경찰들이 

알고 있으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있다는 기막힌 사연들도 쏟아졌다. 여성의 몸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의 젖으로 

키워진 군인들, 자신의 동생이나 딸 보다도 어린 여아에 대한 성폭행은 가장 비인간적인 행동이라는 데에 동감하며 

우리들은 함께 울었다. 정부에서는 이런 비리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막으려 하나 여성단체들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무릅쓰고, 많은 경우 목숨이 위태로움도 마다하고 이렇게 만방에 알리어 자국의 정치인들이 외부의 압박을 

받아서라도 각성하도록 힘을 가하고 있다. 

이런 grassroots 여성들이 본인들의 상황을 호소하려면 장소가 필요한데 유엔 본부 근처의 호텔이나 회의 장소들은 비용이 

엄청나서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여성들은 엄두도 못낸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힘없고 가난한 이런 여성들의 

목소리를 세계각국 여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고있다. 유엔 건물 맞은 편에 12 층짜리 건물 Church Center 

for United Nations 를 55 년 전 구입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엔에서 결정된 인권조약이 각 나라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피며, 건물 안의 여러 사무실들을 다른 종교 단체들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며 여성들의 인권회복을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 100 여명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들도 여러 개 마련하여 힘없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온 천하에 들려지도록 

도와주는 여성을 위한 여성들에 의한 여성들의 건물이다. 

 

(글: 김성실 권사, 뉴욕 연회 회장)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Status of Women (CSW) 
 
CSW is the principal global intergovernmental body exclusively 

dedicated to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the empowerment of 

women. The CSW’s 59th forum was held in early March with thousands 

of women telling their stories of being victimized solely because they are 

women. Many improvements have been made during the past 59 years 

but gender equality remains an uphill battle that we face. This year we 

reviewed the progres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Beijing Declaration 

and Platform for Action, 20 years after its adoption at the Fourth World 

Conference on Women in 1995. 

United Methodist Women (UMW) are active participants through our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CCUN). We sponsored the 

following workshops: “Maternal Health,” “Learning from Grassroots 

Women Leaders and Women’s Migration,” and “Flawed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Way Forward.”  

Each year, 15 million girls under the age of 18 are married. These child brides are often disempowered, made to become dependent 

on their husbands and deprived of their fundamental rights to health, education and safety. Neither physically nor emotionally ready 

to become wives and mothers, they are put at greater risk of experiencing dangerous complications in pregnancy and childbirth, 

becoming infected with HIV/AIDS and suffering from domestic violence. With little access to education and economic opportunity, 

these girls are more likely to live in poverty, get abandoned by their husbands, and become prey for human traffickers. Child 

marriage persists across countries, fuelled by poverty, social and cultural norms. Nigeria, India, Afghanistan and Yemen are some of 

the countries still exercising this “custom.” Whether it is existing laws that accept parental consent for marriage or traditional and 

customary laws that accept child marriage, this practice violates human rights. A few disturbing facts: Malawi has the second 

highest suicide rate for young women ages 15-19 worldwide. The legal age for marriage for girls is low and many 13-14 year old 

girls are raped, impregnated, and ultimately die due to complications from lack of health care. Korea’s non-government 

organizations explained that comfort women, lower pay, mistreatment, and sexual harassment against women at work places are just 

some of the issues faced by women in their country. 

Cases of gang rape against young girls by militia men in Columbia, Congo and Sudan have not only been tolerated by the police and 

government officers, but in fact brought promotions to these criminals. It is hard to imagine this level of cruelty and inhumane 

behavior—these men, along with those who quietly support them, are the sons of women who gave birth to them and raised them 

with their breast milk. 

UMW is proud to provide space for these brave women to tell their stories, no matter how horrific or painful. CCUN is a sacred 

place for, by, and of these women. 

(Written by Sungsil Kim, President of NYC UMW)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영성 수련회 

 

뉴욕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영성수련회에 다녀와서 

지난 3 월 21 일 토요일, 오전 9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가 주관한 영성 수련회가 

100 여명의 여선교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맨하탄에 있는 

유엔센터에서 열렸다. 주제는 “Tension – Hope”이었고 

강사로는 커네티컷에서 오신 로넬 하워드 목사님이셨다. 

입춘 하루 전날인 금요일은 함박눈이 내려 온 세상을 온통 

하얗게 덮었었는데 당일이 되니 쌀쌀하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상쾌한 봄의 기운을 맡을 수 있어서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뉴욕으로 향하였다. 이번에는 우리 

연합회 임원들 8 명이 함께 참석하였고 다른 지역의 

미여선교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기대가 되었다. 



첫 순서로 틸만채플에서 개회예배가 있었는데 이사야 40 장 27-31 과 마가복음 5 장 21-43 을 본문으로 “Bridging the Gap 

Between Tension and Hope’ 란 제목으로 하워드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다. 온 몸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목사님의 

열정적인 모습과 성령이 충만한 말씀에 벌써 나의 영혼이 함께 춤추는 듯했고 나의 영성을 뜨겁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이었다. 

오직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는 자 만이 새 힘을 얻을 수 있으며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죽어가는 어린 딸을 

살려내실 수 있으리라는 믿음의 소유자 야이로가 있었고, 12 년 동안 혈루병으로 소외당하며 아무 희망도 없이 살아온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으리라는 간절한 소망을 간직한 여인의 믿음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야이로와 여인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스트레스와 불안함을 지니고 긴장감 속에서 살아왔지만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시리라는 확신이 섰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누구나 모두 동등하게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그 다음 시간에는 그룹별로 모여서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 하와, 사라, 하갈, 에스터, 술람미 여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스토리를 배경으로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다. 구약과 신약시대에 살던 여인들과 오늘 

날 우리가 겪는 긴장감, 스트레스와 문제점들을 

비교해볼 때 어떤 점이 같고 또 어떻게 다르다고 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들과 

우리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무엇을 

통해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억눌리는 감정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다. 

우리 팀에서는 창세기 21:8-14 을 본문으로 한 

아브라함의 가족관계에 대한 스토리였는데 그 중에서도 

하갈이 처했던 문제점과 하나님의 축복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자손을 잇기 위해 인간적인 

해결을 시도함으로 당면했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문제점도 생각해보고 그로 인해 생긴 가정의 갈등, 특히 하갈이 받았을 

스트레스와 억울한 입장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았다. 하갈의 눈을 열어 우물물을 볼 수 있게 하신 약속과 축복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모두의 일상 생활에도 공평하게 개입하셔서 여러모로 축복해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매번 미여선교회의 모임에 가서 느끼는 것은 이 분들은 우리들보다 평균 연령이 훨씬 높고 평생을 여선교회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모이고 참석하는 일을 의무로 여기고 있다는 점이다. 

전 날에 눈이 와서 아직 길이 미끄럽고 질퍽한 곳도 있었을 텐데 휠체어를 타고 오신 이도 있고 지팡이를 짚고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 분들도 많았는데 너무들 열심이어서 정말 존경스럽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얼마나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셨는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지만 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고 감당할 만 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가 가진 모든 것, 지나가는 시간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인데 귀중한 시간을 좀 더 하나님을 위해 쓰면서 

내게 주신 여건을 만족해하고 베푸는 삶이 계속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신 뉴욕여선교회에 감사하고 우리 연합회에서 단체로 참석할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글: 김경숙 권사,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On Saturday, March 21, 2015, from 9:00 a.m. to 3:00 

p.m., the New York Annual Conference United 

Methodist Women held a spiritual retreat at 

CCUN(The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in 

Manhattan. More than 100 ladies gathered from all 

districts in NY Annual Conference. The topic was 

"Tension - Hope", and the speaker was Rev. Ronell 

Howard from Connecticut. 

Although it was the first day of spring, the streets 

were covered with snow from the storm that occurred 

the day before.  Yet there was a fresh spring fragrance 

in the air.  I felt happy and excited as I got on board 

the train to Manhattan. I attended this retreat with 8 

other members of our KUMW Network, and we were 

all excited about this opportunity to learn and share 

with other members from different districts. 

We started with opening worship at The Tillman Chapel. Rev. Ronell Howard shared verses from Isaiah 40: 27-31 and Mark 5: 21-

43, ‘Bridging the Gap between Tension and Hope'. The passionate Rev. Howard delivered her message with a spirit-filled body and 

soul. My soul was dancing with the Holy Spirit while hearing her precious sermon that made me realize blessings and grace of God 

again. 

The message was the person who admires God is blessed with new hope and will be transformed from death to life. There was 

Jairus who had the greatest faith that Jesus could bring his daughter back to life from death. Also there was a woman whose faith 

had moved Jesus’ heart who believed she would be healed from 12 years of bleeding if she could just touch Jesus’ garment. Jairus 

and the woman suffered from anxiety and stress for so many years yet they kept their hope that Jesus would heal them. Jesus who 

came to the earth in human flesh wanted us to live our lives without losing hope. 

Next, we had a group session to discuss about the women of the Bible: Eve, Sarah, Hagar, Esther, Shulamite Woman, Mary (Mother 

of Jesus), Mary and Martha. We were to compare tension we are experiencing today and women from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period. We were to consider and discuss the stresses and challenges that were same and different. In the afternoon, 

we had time to present our discussions about how we could live free of stress and challenges. 

In our group, we discussed verses from Genesis 21: 8-14. It was a story about Abraham’s family relationship. Especially we focused 

on Hagar because she encountered problems and the blessings of God. We also discussed the problems Abraham and Sarah faced. In 

spite of the God’s promise, they tried to solve their problems according to their own way to bring their offspring. It caused conflicts 

within the family. We especially focused on the stress and challenges Hagar could have experienced. As God opened Hagar's eyes 

and let her see well water, He gave promises and 

blessings to her. With that, we were able to realize He 

wanted to bless our daily lives, too. 

Whenever I attend UMW gathering, I ‘ve noticed that 

even though the average age of the UMW members is 

older than mine, their love and passion for the UMW 

never seem to fade away and they take attending these 

meetings as their life time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streets were slippery and wet because of the weather, yet 

some of them came in wheelchairs and with canes. Their 

enthusiasm was admirable. 

How much did God bless me? I can’t live daily life 

without any stress and tension. However, I am so thankful 

to my Lord for giving me every day as a new life and He 

will not let me be tempted beyond what I can bear. What I have is not mine but His. It is so important that I have to remember and 

try my best to give away what is given to me. 

I appreciate that the New York Annual Conference United Methodist Women held such a good program and give glory to God who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to attend as a group. 

 

(Written by Kyungsook Kim , President of NYCKUMW Network)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뉴욕한인교회 여선교회 소개 

 



우리 교회 이름은 "뉴욕한인교회" 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라고 하지요. 동북부 지역에서는 제일 오래된 교회로 94 년 전에 

창립되었습니다. 미주 동포들은 삼일운동 후 매년 기념식을 가졌는데 1921 년 3 월 1 일 

뉴욕 거주 동포들은 서재필 박사를 대회장으로 친한회(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 

회원들과 함께 기념식을 가진 후 한인교회 창립을 의논했으며, 1921 년 4 월 18 일 

창립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담임 목사님은 이용보 목사님이시며 사모님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총무인 김명래 전도사님이십니다. 

저희 여선교회는 40-50 년 가까이 나오시는 분들과 또 새로 오신 분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개는 연령으로 나누어서 신우회, 한나회, 마리아회, 에스더회, 루디아회로 

구분되고 각부마다 회장과 회계, 서기, 새 회원 담당자가 있으며, 전체로는 총여선교회 

회장과 회계, 서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내 행사로는 일년에 한 번씩 수련회와 총회로 모이고 여선교회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각부 여선교회 별로 월례회를 가집니다. 일년에 다섯 번 

있는 교회의 큰 행사 때에는 총여선교회의 인도아래 각부 여선교회가 맡아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에는 사모님이 인도하시는 '여성 성경공부’ 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행사로 뉴욕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와 

뉴욕연회 UMW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교활동으로 "교도소 재소자의 아기들에게 

사랑의 이불 보내기”로 여선교회 회원들이 뜨개질로 

아기 이불을 만들어서 교도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실로암 선교회에서 실시하는 앞을 

못 보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돕는 사역과 과테말라의 

어린이들 선교사역에 선교헌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여선교회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 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 드리는 사랑스러운 여선교회가 되어 주님께 영광 올리는 여선교회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글; 차양숙 권사, 뉴욕연회, 뉴욕한인교회 총여선교회 회장) 

 

 
 

United Methodist Women of Korean Methodist Church & Institute 



United Methodist Women of Korean Methodist Church & 

Institute is part of KMC&I, the oldest Korean church in the 

Northeast region, located just across Columbia University in 

Manhattan. The church was founded 94 years ago. A group of 

Korean immigrants had been holding a ceremony to 

commemorate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since 1919. 

After the ceremony in 1921 which was presided over by Dr. Jae 

Phil Suh, they discussed building a Korean church along with 

members of The League of Friends of Korea who attended the 

ceremony. They held the inauguration service one month later. 

 

Our pastor is Rev. Yong Bo Lee and his wife is Myung Rae Kim, 

the executive director of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Our unit has 5 circles divided according to members’ age and a presiding body which coordinates activities for those circles. Each 

circle has its own structure that consists of president, treasurer, secretary and coordinator for new members. The presiding body also 

has its own leadership team - president, treasurer and secretary. Each circle meets monthly, while all UMW members gather once a 

year at an annual meeting. 

As a local unit, we carry out the following activities: 1) an yearly retreat for spiritual growth and fellowship, 2) a UMW Sunday 

worship service with the entire congregation during the main service, 3) a weekly Bible study from a women’s perspective led by 

Myung Rae Kim, 4) preparation of fellowship lunch for the entire church congregation 5 times a year for major Christian/church 

events. 

Our unit has been involved in both local and international missions: 1) knitting blankets for babies left behind at home by female 

inmates in New York City, 2) sending mission giving to support mission work for Guatemalan children and the Siloam mission in 

Korea to help the blind get surgeries. 

We are actively involved in missions through participating in a 

New Year’s training event and fundraising events such as Walk 

for Mission and Praise Night hosted by NY Annual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We also participate in Mission u run by 

NY Annual Conference UMW to increase our understanding of 

mission. 

I pray that our unit becomes one that always rejoices, prays 

without ceasing, and gives thanks in all circumstances, so that 

we can glorify our Lord. 

(Written by Yang Sook Cha, President of UMW of Korean 

Methodist Church & Institute) 

대 뉴저지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수련회 

 

대 뉴저지 연회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지난 3 월 28 일(토요일) 오전 10 시, 북부 뉴저지에 위치한 

뉴저지 연합교회에서 “2015 년 회원 수련회 및 공로핀 

수여식”을 가졌다. “선교의 씨를 뿌린 6 명의 여인들’을 

주제로 열린 금년 수련회에는, 갈보리, 그레이스, 뉴저지, 

러더포드, 맘모스, 베다니, 아콜라, 요벨등 여덟교회 

여선교회 회원들 70 여명이 참석 하였다. 

“선교의 씨를 뿌린 여섯명의 여인들”이라는 단막극을 통한 

수련회는, 실크 옷을 벗고 무명 옷을 입어가며 한 달에 2 페니씩 헌금하여 1869 년 세계 최초의 여선교사를 인도에 

파견하기까지 헌신한 초기 복음의 여성들에 대해 생각해 보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도, 치료도 받을 기회 없이 무가치 하게 죽어간 18 세기 여성과 아동들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해 준 복음의 여성들을 보며 많은 것을 배우고 결단 하게하는 수련회였다. 금년에 공로핀을 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모두 열 여섯 명이었다. 

본교회 부엌 봉사는 물론, 자라나는 2 세들을 위해 24 시간 봉사하고, CUMAK, CMADEN NEIGHBOR FOOD 등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일 년 내내 봉사하며, 믿지 않는 이웃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여선교회 회원들에 대한 공로핀 수여식은 참석한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깨달음의 시간이었다. 

특별히 금년 단막극을 위해 사흘 후 척추 수술을 앞두고 걷기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일”이라며 음향, 조명, 배너, 

고대 교회 창문 등 18 세기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무대 준비를 해 주셔서 단막극의 감동을 더욱 빛나게 해 주신 뉴저지 

연합교회 안효민 집사님께 심심한 감사를 표한다. 드레스, 모자, 장갑, 쇼올등 18 세기 여인들의 의상까지 준비를 해가며 

리허설까지 열심히 연습한 “선교하는 여성들”의 노고가 가슴에 새겨진 뜻 깊은 수련회였다. 

참석한 각 교회에서 준비해 온 푸짐한 점심식사를 끝으로 행해진 금년 수련회는 복음의 씨를 뿌린 초기 여선교회 회원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 한국 여선교회 회원들의 오늘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 주는 귀한 행사였다. 

 

(글: 이혜자 권사, 대 뉴저지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Greater New Jersey Annual Conference UMW Korean Network held the 2015 membership 

training and award ceremony on March 28 at the Community Church of New Jersey. The 

participating churches were Arcola KUMC, Bethany KUMC, Calvary KUMC, Community 

Church of New Jersey, Grace KUMC, Monmouth Grace KUMC, Rutherford KUMC, and 

Yobel KUMC. The theme of the meeting was Women Who Planted Mission Seed, and the 

attendance was about 60. 

 

The skit, ‘Six Women Who Planted Mission Seed’ was about women who met in Boston in 

1869 to discuss a lack of women’s health care in India. Their meeting was the first step to 

form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Subsequently woman missionaries were 

sent abroad including Korea. 

There were 16 recipients of UMW pins for their dedicated work as KUMW members at 

local churches and the Network. They served in various capacities not only at their local 

churches but also CUMAC and Neighborhood Center in Camden. 

 

A special kudos goes to deacon, Hyo Min Ahn of the Community Church of New Jersey 

who, despite of his impending back surgery, prepared the stage props including sound and 

light effects, 19th century windows, and banner. The officers who took character roles of the skit also deserve special mentioning. 

They rehearsed the script several times through conference calls. The dresses, hats, gloves, and shawls they wore on the stage gave a 

dramatic effect of 19th century. 

The foods prepared by participating church UMW members were delicious. 

The training session made us reflect on dedication and sacrifice of those six women who made presence of today’s Korean UMW 

possible. 

 

(Written by Hae Ja Lee, President, GNJ UMW Korean Network)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아니 내 생각의 틀과는 늘 비교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늘 염려하고 

조바심을 내곤한다. 전날 밤 늦게 까지도 천둥과 번개가 

동반된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날씨를 염려하던 나의 기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또 한번 깨닫게 하셨다. 조지아에 유달리 

많은 소나무로 인해 노란 송진가루가 봄을 알리며 많은 이들이 

힘들어 하는 것 까지도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준비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아침을 맞았다. 

전날 내린 비로 눈부시게 맑은 4 월 11 일, 

스와니크릭파크(SUWANEE CREEK PARK)에는 각자의 

개체교회에 흩어져 있던 60 여명의 여선교회원들이 모여 선교라는 하나의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선교의 발걸음은 시작되었다. 

임마누엘 감리교회 신용철목사님의 몽골선교와 우도스베 고려인 선교의 경험은 동북아시아 선교에 힘쓰는 전국연합회 

여선교회원들에게는 실감나게 다가오는 장면이었다. 성령이 숨을 불어 주시사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호흡을 하며, 한 

호흡을 하기 때문에 호흡이 척척 맞게 일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북조지아 여선교회의 단결된 힘을 강조하셨다. 

150 년전 네 명의 여성들의 씨를 뿌리고, 그간 수많은 여선교회원들이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 사 세상 

방방곡곡에 선교의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며,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은 우리의 몫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임을 온전히 믿으며 세상 땅 끝까지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의 동참을 다짐하는 귀한시간이었다. 

 

(글: 이미숙 집사,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NGC-KUMW Walk a Thon 

Though I have faith in God to be in control of every situation, I am still afflicted by feelings of 

worry and anxiety. The night before the walk-a-thon, the city was stricken by a great thunder 

storm. In the morning, I realized that my worry was needless. The rain washed away the pollen 

and brought on a refreshing morning. God had prepared a perfect day for us. 

On April 11, morning was clear. About sixty United Methodist Women members gathered at 

Suwanee Creek Park for the mission walk. 

Rev. Yong Shin of Immanuel United Methodist Church spoke about his remarkable experience 

from his mission for the Mongols and Koreans in Russia. He emphasized the unity of members 

that could have only been brought by the work of the Holy Spirit. It is this unity in the body that 

ultimately leads to successful mission work. 

150 years ago, four women came 

together and began planting seeds 

of mission. Then UMW members 

took on the tremendous labor of 

nurturing the seeds so that God could ultimately cultivate them. The 

mission work bore abundant fruit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We 

are the witnesses of that abundance. We have learned that only when 

our efforts of planting and watering are carried out according to 

God’s will, that it would result in such bountiful harvest. 

We put our faith in God and commit to going to the ends of the earth 

to plant seeds of His gospel. 

 

(Written by Mee Sook Lee, President, NGC Korean UMWN)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설렘과 기쁨의 선교걷기 

주님의 부활의 기쁨과 더불어 모든 기운이 되살아 나는 4 월, 봄의 

설렘과 기대감으로 우리 델라웨어 한인감리교회는 6 번째 선교걷기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6 년째 하는 행사이다 보니 이제는 많은 교회 

성도님들도 선교걷기의 의미와 중요성을 아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 행사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나회 어르신으로부터 꼬맹이 아이들까지 어느덧 선교걷기 행사는 

모든 교인들의 행사가 되었습니다. 선교 헌금으로, 음식 준비로, 또 

함께 걷기로, 내 일인 양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을 보며 감사와 

하나됨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화창한 날씨, 맛있는 김밥, 주님과 소풍 나가듯 신나는 마음으로 교회 근처에 있는 공원에 모여 간단한 찬양과 목사님의 

기도로 2015 년 선교걷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저기 삼삼오오, 유모차를 끌며 아이들과 나선 부모님들, 운동하듯 손을 

앞뒤로 열심히 흔들며 걷는 분, 혼자 주님과 이야기하듯 사색에 잠겨 걷는 분들. 모두 모두 주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하나 

되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선교걷기를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교의 진정한 의미는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빨리 임하리라 생각 됩니다. 

작지만 주님의 나라를 확장 하는데 우리교회가 동참함에 감사와 기쁨으로 2015 년 선교걷기를 마무리 했습니다. 2016 년도 

선교걷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대하며... 

 

(글:윤선행 집사, 델라웨어 한인감리교회 여선교회 부회장) 

 
 

Delaware Walk-a-Thon 2015 

 



The warm spring weather in April and the joy of our Lord's 

resurrection brough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of our Sixth Annual 

Mission Walkathon. Now that we have been doing this for six years, a 

lot of our church members already knew the purpose and importance 

of this mission fundraising event. Members showed their support by 

participating in this year's walk in various ways. Our mission 

Walkathon has become an event which included our eldest members in 

the Hannah Mission Group to our littlest children. There was a deep 

sense of love and unity in Christ as we joined together in collecting 

donations, preparing food, and of course getting ready to walk. 

It was a beautiful spring afternoon and we had tons of great food. It 

was exciting as we headed to the park--it was as if we were going to a 

picnic with Jesus. We held a short worship service and after prayer we 

began our mission Walkathon. 

Small groups here and there soon formed: parents with children, 

parents pushing strollers, brisk walkers, and those walking alone in prayer to 

God. All in all, we were having a great time walking and having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nd of course we were grateful for the beautiful weather 

and nature God has prepared. 

We finished our mission Walkathon with great success and I give thanks to 

God for everything from preparation and to the very end of the Walkathon.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that love him." I believe the 

true meaning of mission is realized through the collaboration of good that 

God accomplishes through all us. Although our Walkathon may only play a 

small role in extending God's kingdom,we finished our Walkathon with joy 

and thanksgiving. I look forward to our mission walkathon next year with 

prayer and anticipation. 

 

(Written by SunHeaing Yoon, Delaware KUMW Network, Vice President)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정경희 권사 수상 축하글 

 

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여선교회는 정경희권사께서 Denman 

Evangelism 상을 북부 일리노이 회의 (NIC)에서 수상하심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정경희 권사는 이민 온 첫해 1979 년부터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일원 이었다. 

1983 년 3 월에 13 개의 한인연합감리교회들이 모여 최초의 연합여선교회가 

시작되었고 정경희권사는 역대 회장을 지낸바 있으며 현재 연합여선교회 

공천 위원장 이다. 

정경희 권사는 지난 25 년 동안 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KUMW) 의 원동력이 되어 KUMW 여선교회 멤버들의 교육과 지도자 

훈련을 위하여 많은 일을 했으며, 임원 회의를 포함하여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하며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발전을 위해 

기여 하고 있다. 

1993 년에 예울림 여성 합창단을 창설하고 이 많은 한인 기독교 여성들이 합창단을 통해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달 하였다. 예울림 합창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회원들로 매우 활성화 되어 있고 정권사는 아직도 합창단 

고문으로 수고 하고 있다. 

정경희 권사는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를 밀알 선교와 연결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권사는 혼자서 25-30 명의 정신 /신체 장애자와 같은 수의 봉사자들이 있는 밀알 사역에 점심 식사를 제공하며 자원 

봉사를 시작하였었다. 그러나 그녀는 연합 감리교 여선교회와의 협력의 가능성을 보고 두 조직을 연결하여 1994 년부터, 



한인연합감리교회 각 여선교회는 밀알 선교 센터에 매달 토요일에 돌아가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고 또 그들의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본 교회인 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는 남편 되시는 정홍 장로와 함께 노인학교(65 세 이상을 위함)를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 

스쿨 프로그램은 예배, 강의, 점심, 및 붓글씨, 바둑, 라인댄스, 탁구, 하모니카와 기타 여러 활동 등 다양한 취미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다. 80 명의 교인들과 비 기독교인 노인들이 매주 프로그램에 참석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들은 교회 

생활에 적극 참여 할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의 범위를 확장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정경희 권사의 사역은 시카고 지역과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뿐만 아니라 세계기도의 날을 주최한 재미 기독교 연합 여성회 

회장으로 2014 년도에 수고 하였고 현재 이사장으로 봉사 하고 있다. 2014 년 3 월 7 일 시카고 지역에서 있었던 세계 기도의 

날은 38 개의 한인 교회가 다섯 구역으로 나누어져 모였고 2015 년에 3 월 6 일에 모였었다. 

재미 한인 여성으로, 정권사는 개인적인 이익만을 추구 하지 않고 믿음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인연합감리교 여선교회의 

발전과 한국 여성들의 신앙과 leadership 성장 그리고 자아 발전을 많이 도왔고, 그리하여 더 많은 한인 여성들이 선교에 

참여하고 선교를 지원 하고, 적극적으로 복음 전도에 참여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교회가 비 기독교인들에게 

접근 할 수 있게 교회를 동원하고 교인들이 더욱 활발히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왔다. 또한 그녀는 격리 되었던 한국 

교회가 지역 사회의 적극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게 도왔다. 

시카고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정경희 권사의 리더십에 대해 매우 감사하고, 덴만 전도 상을 받은 것을 축하하고 싶다. 

 

Denman Evangelism Award website: 

http://foundationforevangelism.org/wp-content/uploads/2014/02/DenmanAwardBrochure_Jan2014.pdf 
 

(글; 김정자 권사, 북일리노이연회 Korean Language Coordinator )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of Chicago is proud to 

make the announcement that Mrs. Kay Kyunghee Chung 

received Denman Award from the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NIC). 

Mrs. Chung attends First UMC, located in Wheeling, Illinois 

and has been a member of UMC since 1979 when she first 

immigrated to US. 

Mrs. Chung has been a driving force behind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KUMW) of Chicago which was first 

organized in March1983, with membership made up of women 

from 13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in the NIC. 

For the past 25 years, Mrs. Chung has worked tirelessly with 

KUMW, educating them on the need to organize and build 

leadership skills. As a former president of KUMW and the 

current chair of nomination committee, she participates in all events including leadership team meetings. 

In 1993, she founded the Christian women’s choir called Yehulim Women’s Choir and has nurtured and uplifted hundreds of Korean 

Christian women through praising the Lord and sharing the message of Christ. She is still involved as a board member and the choir 

is very active with more members than ever. 

Mrs. Chung was instrumental in forging a partnership between the KUMW and Milal Ministry, a well-known ministry serving 

disabled persons. Milal Mission serves 25-30 mentally and physically handicapped individuals, mostly Koreans, with equal number 

of volunteers. 

Mrs. Chung started by simply volunteering herself, faithfully serving lunches to the  handicapped individuals. Over time, she saw 

the potential for partnership and brought the two organizations together. And since 1994,  KUMW unit from each church takes turn 

in serving lunch at the Milal Mission Center one Saturday a month and participates in their worship service as well. 

At her home church, Mrs. Chung, along with her husband, Elder Hong Chung, are chairpersons of the “Senior School” where they 

are in charge of the program for the senior church members, age 65 and over, and their guests. The Senior School program includes 

the worship service, lectures, lunches, and various hobby classes such as brush drawing, Korean checkers, line dancing, ping pong, 

http://foundationforevangelism.org/wp-content/uploads/2014/02/DenmanAwardBrochure_Jan2014.pdf


harmonica and many other activities. Over 80 seniors attend the programs each week, including many non-Christians. Through her 

leadership, Mrs. Chung has helped dozens of seniors to actively engage in the church, as well as expand the reach of the ministry. 

Her commitment to serve Christ and carry out the Great Commission goes beyond the boundaries of  Chicago area and KUMW. As 

the former president of Korean Christian Women United, USA, and currently its board chair, Mrs. Chung has been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annual World Day of Prayer event.  She travels and works to organize and lead this worldwide event.  The World Day of 

Prayer event in Chicago area took place on March 7, 2014 with 38 Korean Churches from various denominations participating in 5 

different locations.  In 2015, the World Day of Prayer took place on March 6. 

So what difference has Mrs. Chung made in the lives of people, the church, and the community?  As a Korean immigrant woman, 

she extended herself beyond her personal interest by helping Korean women become more conscious of the need to organize, learn 

and grow. As a result, more women are active in mission and supporting mission, ministry leadership and evangelism. She’s 

mobilized the church to pray and reach out to non-Christians and help members to be more active. At the same times, she has helped 

Korean churches become more actively involved in their communities, rather than being disconnected. 

We are so grateful for Mrs. Chung’s leadership in our churches and in our community, and we want to congratulate her for receiving 

the Denman Evangelism Award. 

 

Denman Evangelism Award website: 

http://foundationforevangelism.org/wp-content/uploads/2014/02/DenmanAwardBrochure_Jan2014.pdf 
 

(Written by Jung J Kim, the Korean Language Coordinator of NIC)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윌셔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소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속에서 부흥해 가고있는 윌셔 

연합감리교회는 아름다운 캘리포니아 LA 에 

자리잡고 있으며, 올해 4 월에 창립 36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늘 한인타운 중심가에 자리잡고 

있는 교회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지역 한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인근의 멕시코를 비롯해 

과테말라, 도미니카, 아이티, 멀리는 우크라이나, 

몽골, 미얀마, 네팔, 인도네시아, 아프리카등 

세계선교에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윌셔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연령별로 10 개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연령별 선교회 외에 전체 여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총회장및 5 명의 임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선교회가 되기위해 항상 협력하고 함께 

아름답게 교회의 맡겨진 모든일을 성실히 감당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매년 두번의 바자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여 목회자들을 챙기고 교회의 어르신들을 대접하며,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수고하고 지친몸으로 교회에 돌아오는 선교팀을 위해 식사를 챙기고 친교부와 함께 

교회의 어머니로서 감당해야 할 음식을 매 주 준비하는 일과 크고 작은 교회의 사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켓 쿠폰을 

팔아 여선교회 회원들의 교육과 훈련을 위해 선교학교, 전국 지도자 훈련등에 참석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넉넉히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매해 가을에는 아름다운 친교를 도모하기 위해 여선교회 일일수련회를 가지는데, 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버스를 타고 가서 하루 몸과 마음을 쉬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윌셔교회 여선교회는 무엇보다 남가주의 맏언니 여선교회로서 1 월 새해맞이 예배를 시작으로 찬양제, 선교학교, 

선교걷기등, 모든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의 행사에 솔선수범하여 최대로 많이 참석하고 협력하여 사역합니다. 

전국여선교회 연합회의 회장과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의 네명의 회장이 배출된 교회로, 섬기는 지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남태평양 연회 여선교회와도 함께 여성, 청소년과 아동을 위한 연합 감리교 여선교회 선교비젼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http://foundationforevangelism.org/wp-content/uploads/2014/02/DenmanAwardBrochure_Jan2014.pdf


우리 여선교회을 생각할 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라는 시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글; 정석인 권사, 윌셔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회장) 

 

 
 

Located in beautiful Los Angeles, CA,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is growing in God's love and grace, and just celebrated its 36th 

anniversary in April. As a church situated in the heart of Korea Town, our 

church diligently spreads the gospel to the Koreans in the area as well as 

to the world including Mexico, Guatemala, Dominica Republic, Haiti, 

Ukraine, Mongolia, Myanmar, Nepal, Indonesia, and Africa. 

Wilshire UMW is divided into ten groups according to age, and the 

activities of these groups are coordinated by all church UMW president 

and 5 other officers. These officers are serving the UMW group to fulfill 

the mission they are responsible for so that God will be glorified. 

We have bazaar events twice a year to raise funds to support various 

activities such as serving children and elderly group members, and 

pastoral staffs.We also prepare foods with the Fellowship Department. 

These include dinners for the mission teams returning from their mission trips and various small or large church events, performing 

duties of a mother for our church. We also sponsor market coupon sales to provide scholarships for those women participating 

Mission U and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In addition to these, we also have an annual Day Retreat in fall where young and old 

members come together to relax and to enhance the fellowship. 

As a big sister of the Korean UMW units in Southern California, usually our church has most number of members participating in 

all KUMWN events such as New Year Celebration, Praise Night, Mission U, and Walk for Mission event. As a church which 

produced a president of National Network of KUMW and four presidents of Southern California KUMWN, we are proud of sharing 

the mission vision of serving women, youth, and children working with other UMW members of California Pacific Conference 

UMW with an attitude of servant leadership. 

As I think about our Wilshire UMW, it reminds me of a verse from Psalm 133,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All glory to God! 

 

(Written by Suk In Chung, President of UMW of Wilshire UMC ) 

 아이티 선교 

 

선교의 열쇠는 “관계”에 있다 

10 년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가 어느 날 뜬금없이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본인이 받은 제자훈련을 적극 추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좀 당황스러웠지만,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타주로 이사를 준비하는 중이어서 

날짜가 맞을까 우려가 됐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믿고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YWAM (Youth With A Mission) 에서 실시하는 DTS (독수리훈련)는 올바른 제자도를 갖춘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위한 훈련이며 7 개월동안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선교지에서 실습, 체험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DTS 훈련을 

마친 후 전체 내용을 총정리 해 보니, 제자도의 핵심가치인 예배, 서로사랑,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라는 세 개의 큰 

주제가 정리 되면서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듯 좀 더 뚜렷한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제자도의 핵심은 올바른 

“관계맺음”이라는 결론을 내릴수 있었습니다. 

저는 DTS 훈련의 highlight 라고 하는 outreach 를 아이티로 선택했는데 바로 그곳에서 관계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닫는 

유익한 체험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60 만명의 사망자를 낸 지진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나라 



아이티에서 난민들을 돕는 김월림 선교사님의 사역현장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김월림 선교사님은 아이티 지진 

직후에 불어 통역사로 자원한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진후 너무나 처참한 

상황속에서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할지, 후원처도 없이 막막했지만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유엔 구호팀 회의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였습니다. 그렇게 2 년을 한결같이 참석하던 중 뜻밖에 한국정부가 아이티 구호를 위해 유엔에 맡긴 

자금을 지원받게 되어 난민촌에 집을 짓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막막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무력해 있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보이진 않아도, 한결같이 

본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때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으로 길이 열려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며 나의 몫을 충실히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교사님은 독불장군같이 혼자 사역을 하시는게 아니라, 좋은 관계 맺음을 통해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 예로, 아이티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소속 스리랑카부대 사령관과 좋은 유대관계 덕분에 난민촌 집 

짓기에도 큰 도움을 받고 위험한 지역에 갈때는 군인들이 함께 동행해서 보호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떠나 순수하게 

친구를 돕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고,사역의 성공은 바로 관계의 성공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도의 세가지 관계를 동일하게 감리교 여선교회 목적문에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목적문을 자세히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바로 세가지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목적문의 순서입니다. 먼저,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로서 자유를 경험하고” 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가 올바로 서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합니다. 선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감지해서 하나님의 게획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루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는 나와 동역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동역자들과의 건강한 관계의 시작은 

각자의 의견이나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수 있음을 먼저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주안에서 지체들이 

서로 세워줄때, 각자의 다양한 성품과 기질로 하나님을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섬길수 있습니다. 

“교회의 세계선교에 동참함으로써” 는 우리가 섬기는 이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체험할때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사랑’ 이 가능해 집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다른이들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메센저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글; 김헤레나 권사, 한인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부회장) 

  

 
 

Relationship is the Key to Mission 

One day, out of the blues, a friend who’s been out of touch for 10 years sent me a text message. It was a message urging me to 

attend a discipleship training she’s recently completed. As I was in midst of preparing for an out of state relocation, I was also 

concerned about schedule conflict, but I felt it was an opportunity from God and began the DTS(Discipleship Training School). 

 

DTS is a 7 months training program of the YWAM (Youth With A Mission) , focused on equipping disciples of Christ to make an 

impact for the Lord. DTS also includes an outreach where students have opportunities to apply what they’ve learned in the lectures. 

The whole training, I was able to conclude, boils down to the 3 core values of a Christ disciple: WORSHIP, LOVE ONE 

ANOTHER, WITNESS FOR CHRIST. It gave me a clearer picture of what true discipleship looks like, as if puzzle pieces were 

being put together. 



I chose Haiti as my outreach site, and it was there that I had the valuable experience of seeing the importance of relationships. I had 

the opportunity to observe Kim Wol Lim who is doing relief mission in Haiti,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the world, a country 

that suffered 600,000 casualties from a devastating earthquake. Missionary Kim first went to Haiti as a translator immediately 

following the earthquake and decided to stay to do relief work. The devastation was so treacherous, he didn’t know where to begin, 

but he did what he could, which was to attend a weekly meeting at the UN relief committee. Miraculously, two years after attending 

the meeting, a breakthrough came where he received a large relief fund from the Korean government with which he was began 

building homes for the displaced families. 

In the seemingly hopeless waiting time, Missionary Kim could have given up out of despair, but instead, he remained steadfast, 

doing the best he could. At God’s appointed time, through supernatural intervention, doors opened up and he was able to begin his 

ministry. What I have learned from this incident is that God goes to work while we remain in an intimate, trusting relationship 
with God and faithfully carrying out my portion. 

Also, Missionary Kim was not doing his ministry as a lone ranger, but rather he had help coming from the most unexpected people 

out of building good relationships. As an example, he had great support from the Sri Lanka army, receiving help with building 

projects and protective security, all out of building good relationship with the colonel in charge. It was a blessing to see friends 

helping each other despite the differences in religion, and made me realize once again that successful ministry begins with a 
successful relationship. 
The three core relationships can also be found in the PURPOSE of the United Methodist Women. First, “to know God and to 

experience freedom as whole persons through Jesus Christ” refers to a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Only when 

this relationship is in place, further relationships can take place. Mission is entirely God’s domain. A mission that 

pleases God is one that is accomplished by discerning God’s heart, doing the ministry God has planned, listening 

for God’s voice, submitting to his plans, and carrying them out. 

Second,“to develop a creative, supportive fellowship” refers to relationship with coworkers.A health relationship with 

coworkers begins treating each other with respect while acknowledging each other’s differences. God’s work can be done in a more 

creative and abundant manner when the body edifies each other in support. 

“participation in the global ministries of the church” refers to relationship with those we serve. Right relationship 

calls for us to discern God’s heart for the people and carry out our role of messengers of the gospel. 
From my Haiti outreach experience, I was able to experience the power of relationships in a new light. As women committed to 

mission, whether out in the mission field or in supporting role, it is imperative that we examine our personal relationship with God. 

Being i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lets us experience His love which empowers us to ‘love others’. Furthermore, out of love for 

God and wanting to please Him, we are inspired to witness Christ to others. It is my hope and prayer that we continue to carry out 

the work of expanding God’s Kingdom on this earth by focusing on building right relationships. 

(Written by Helena Kim, Vice President of NNKUMW )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함께하면 쉽습니다"로 모금된 헌금은 올 해 2015 년 9 월 24 일-

27 일까지 네쉬빌에서 실시될 전국지도자훈련에 참가하는 

여선교회 회원들과 Young Women 을 위한 장학금으로 쓰여 질 

예정입니다. 2014 년에도 많은 분들이 헌금 해 주셨습니다. 

2015 년도에도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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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망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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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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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년 후원: 안의숙(델라웨어), 안지매(남가주),김명래(뉴욕), 한충희, 이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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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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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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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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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Eusook Ahn(Delawara), Ji Mae Ahn(Cal-Pac), Myungrae Kim Lee (New York), 

Chunghee Han, Yeawoo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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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2008 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여선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 

 

mailto:mrkim81@gmail.com
http://www.nnkumw.org/
mailto:members@nnkumw.org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