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Young Women UN Seminar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지난 3 월 21 일부터 

24 일까지 3 박 4 일간 뉴욕의 후러싱제일교회 

비전센터와 맨하튼의 UN 앞에 있는 미국 여선교회 

건물인 CCUN(Church for the United Nations)에서 

실시되었다. 미국 전역에서 연합감리교회 교인인 

Korean-American young women 16 명이 참석하였다. 

지난 8 년간 서울에서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 처음으로 미국 내에서 

“평화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YWLP 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UN seminar 를 담당하는 미국 여선교회 본부 직원 Jennifer MaCallum 이 

참가자들에게 성서적으로 여성과 사회문제들을 다루었고, 이성옥 여선교회 본부의 부국장이 미국 

여선교회(UMW)가 어떠한 사회문제를 위해서 일하며, 다른 여성기관들과 연대해 나가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또한 김리자 전국연합회 회장의 환영인사와 한인여선교회 조직과 사역에 대한 강의, 임성혜 

자문위원의 Self-Reflection Workshop, 김선례 선교사(GBGM 몽골 선교사)의 격려사, 김명래 

전국연합회 총무의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왜 YWLP 을 실시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나누었다.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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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nkumw.org/


둘째 날과 셋째 날 YWLP 은 매년 3 월에 CCUN 에서 미국 여선교회 본부가 UN 과 함께 여성을 위해서 

일하는 세계적인 사회여성단체들과 함께 실시하는 CSW 60 (60th Session of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에 참여하였다. CSW 60 세미나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참석한 여성들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적 권리, 인권문제, 위생,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전세계 여성들이 어떻게 연대해서 함께 해야 할 사역들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특별히 이번 YWLP 에 참가자 중 4 명이 지난 8 년간 서울에서 실시한 YWLP 에 참여하여 훈련을 받고 

스크랜튼 여성지도자 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한 4 명의 young women 으로서 그들은 후배들에게 

본인들이 YWLP 을 통해 경험한 배움에 대해서 나누어 주었다. 숙소는 맨하튼에 소재한 인터네셔널 

유스호스텔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지하철을 타고 CCUN 에 출퇴근을 하였다. 이번 YWLP 에는 

뉴욕연합회(회장: 김순덕 집사)에서 공항픽업, 한끼 식사대접, 등을 해 주었다. YWLP 은 

전국연합회의 Young women 코오디네이터로 수고하는 박선민 전도사가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을 

담당하였다. YWLP 은 2017 년에도 국내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YWLP 을 마치고 평가와 미래의 비전을 나누는 시간에 참석자들은 어머니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어서 너무 고맙다며 본인들도 

미래에 이와 같은 일들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겠다고 말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새로운 각오와 

비전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16 명의 young women 을 지켜보면서 바로 저들이 바로 

한인여선교회를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들이라고 생각하니 소망의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났다. 

YWLP 에 참가한 3 명의 Young women 들이 보내온 소감문을 소개한다.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Ashley Han 
 

I can confidently say that this seminar has been a turning-

point in my life. I arrived expecting to learn some general 

knowledge about social justice issues and then be sent on 

my way. What I got from it was so much more than I had 

imagined. Before this seminar, I did not really see the need 

to advocate for women in positions of power. However, 

after attending this seminar, I see now that it is essential for 

more women to hold positions of power because women 

are more likely to advocate for the physical protection and 

health of women and children, which is an issue that is 

often very much neglected. Women are also more likely to 

suggest and support peaceful and non-violent solutions 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oblems. Among the 

many things I had received from this seminar was passion and inspiration. I saw the incredible impact that 

some women were making on the world by empowering individuals, especially the women and youth. Their 

work, as well as the input from my fellow young UMW participants gave me the passion and inspiration to 

use my gifts and field of interest to empower others. 

 



Tiffany Choi 
 

I signed up for this program without any expectations. I only 

knew that I was going to be more aware of the issues 

pertaining to women by attending the panels. That was not 

the case. On the first day, I met such friendly and genuine 

people where I could feel comfortable. I was intrigued to 

find out that people in this program were from different 

places such as California, Chicago, Georgia, etc. We all met 

in New York City with one common interest: the issues 

about women in the world. 

I have come to learn and understand UMW and the United 

Nations more than before. I learned that there are organizations in the world that are trying to change and 

improve the world for women and the people. Because of that, from now on, I will carry on the knowledge 

that I have gained and be more alert of the issues around the world.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politics which 

applies to the minorities like the Native Americans and uncommon countries around the world. Awareness is 

important because the more people know, the more will act. This results in change where it is slow, but 

progressive. In the end, this was an awesome and worthwhile experience. 

 

 동부지도자훈련 

 
“동부지도자훈련에 참석했습니다” 
 

“두 시간 잤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거기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저도 처음이에요.” 2016 년 

여선교회 동부지도자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새벽 

비행기를 타러 가는 디트로이트 중앙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님(손순례 집사)과 회원들(홍인숙 

권사, 박귀정 사모) 간의 대화 내용이다. 지난 3 월 

초에 마르다와 마리아 여선교회는 전국연합회 총무이신 김명래 전도사님을 모시고 1 박 2 일 

일정으로 수련회를 가졌었다. 여선교회가 밥만 하는 곳이냐는 회의가 이러한 모임을 하게 되었고 

수련회 동안 미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역사와 조직 및 사역에 대한 강의와 성경공부를 통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리의 자화상을 보게 되었다. 특별히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불모지인 미시간 

지역을 위해 우리를 이 지도자 훈련에 불러주셨으니 개척자로서(?) 이 훈련에 참가하는 책임감 또한 

막중했다. 

이번 지도자 훈련은 1 박 2 일이라는 매우 짧은 일정으로 짜였고 여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훈련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이 훈련을 준비하시면서 강사로 섬겨주신 인도자들은 각자의 믿음 

이야기들을 품은 채 그들만의 빛을 발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가진 자라면 저렇게 빛을 발하는 

당당한 여성으로 설 수 있을까 자문했다. 그렇다. 그곳에 모인 모든 여성이 각자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선교에 대한 열정으로 똘똘 뭉친 그들은 참으로 아름답고 



용감했다. 김순덕 집사님(뉴욕연합회 회장)의 찬양인도로 마음을 열고 김리자 권사님(전국연합회 

회장)의 평화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듣고 팀원들 간의 어색함을 깨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이름을 불렀다. 

“김리자, 손순례, 홍인숙, 서제시카, 김유정, 하금숙, 송영숙, 김복자, 송은순, 박귀정” 무엇보다 1 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힘든 시간을 헤치고 나온 이경신 장로님의 목적문 강의는 힘과 울림이 있었다. 

온 힘과 마음을 다해 강의하시는 장로님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데 있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눈물의 나눔과 일목요연한 

설명으로 강조하셨다. 

여기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 밥! 역시 우리 

여선교회는 밥도 하는 곳, 맛있고 영양가 넘치는 

매끼의 식사로 모두의 탄성을 자아냈다. 명강의에 

훌륭한 식사, 최고의 서비스(인도자들의 아름다운 

미모와 미소). 역시 우리 여성들은 멋있다. 수면 

부족과 빡빡한 일정으로 인한 피곤함은 

아콜라교회의 금요 찬양예배로 한 방에 날려주셨다. 

파김치가 된 몸은 언제 그랬냐는 듯 파릇파릇 다시 살아났다. 자 다시 강의 들읍시다. 

지도자들은 회의를 이끌고 공중연설을 할 기회가 많아진다. 귀여우신 몸짓과 애교 섞인 말투로 

회의와 공중연설에 대한 모든 것을 이끄신 임성혜 권사님(자문위원)은 소그룹 토의로 서로의 의견을 

나누게 하시고 대표 한 사람이 나와 발표함으로써 공중연설을 몸소 경험케 하셨다. 무대 위의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으로 자신을 빼라는 충고는 우리 모두에게 약이 되는 말씀이었다. 지도자는 

무엇을 맡기든지 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권오연 전도사님(부회장)의 Action Plan: Open space 

technology 는 상당히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사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다. 사고를 행동으로 이끌 수 있는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인도할 방법으로 

여선교회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 잘 사용해 봐야겠다. 넘치는 유머의 소유자 송은순 

사모님(영성부장)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로 지도자의 

영성과 자격에 관한 성경공부를 인도해 주셨다. 거두절미하고 지도자란 지도와 자를 가진 자들이다. 

‘지도’로 자신의 내면의 상태가 어떤지 잘 살피고 '자’로 사람들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재본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는, 나와 관계가 없는 것에도 참가하는, 배려가 

넘치는 지도자들이 되자. 

모든 여성은 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 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진 한 

여성으로서 그분 안에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용감한 믿음의 여성으로 살겠다 다짐해 본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목소리 높여 모든 열방의 예수를 증거합시다. 

(글: 박귀정 사모, 디트로이트 중앙 연합감리교회) 



 

 
 
North Jurisdiction KUMW Leadership Training 

“I slept for 2 hours.” “I haven’t slept at all.” “Do you know what we’re going to do?” “No, I don’t know.” 

In order to attend the leadership training, we (Sunye Son, Insuk Hong, and Gwi Jeong Park) left our house 

early in the morning and were wondering about this meeting, half excited and half curious. 

This early March, our church had a women's retreat and invited Myungrae Kim Lee, the NNKUMW 

executive director as our guest speaker. “Does the UMW only make meals?” This question made us have this 

retreat andself reflect while we were learning about the history, organization, and activities of UMW, along 

with the bible study from Myungrae Kim Lee. She especially invited us to this training because there is no 

connection in the Michigan area before; so my heart was as heavy as a pioneer. 

This 2016 North Jurisdiction KUMW leadership training was a very intensive course and the program was 

more than enough to prepare us as leaders. The leaders who prepared and served this training were also 

speakers of the sessions, and were shining through our Savior Jesus Christ. Can anyone with a story about 

Jesus shine like those leaders? Yes, they can. All of the women who gathered here from all over the east coast 

are indeed beautiful. They have their own stories 

about Jesus Christ and love him, and have a passion 

for the mission. 

The open service started with praise songs, 

afterwards Lija Kim a NNKUMW president 

preached about peace. After the service our names 

were called out as the ice breaker. “Lija Kim, Sunye 

Son, Insuk Hong, Jessica Suh, Yoojung Kim, 

Kumsuk Ha, Youngsuk Song, Bokja Kim, Eunsoon 

Song, and Gwi Jeong Park.” 

Above all, Elder Lee, Kay's lecture about the purpose 

of UMW was powerful and inspirational. She lost 

her husband a year ago, and went through a tough time. She was finally able to stand up in front of us and 

shared her story with tears and a sincere heart. The most important thing, RICE!  Indeed the UMW cooked. 

Every provided meal was delicious, and everybody enjoyed it. Great lectures, delicious meals, and a great 

service (beautiful leaders and their smiles), these were all things that blew away our physical tiredness that 

was capped off with worship at Arcola KUMC. My body was like sour kimchi before, and now it’s like a new 

bud. 

The leaders had more chances to publicly speak as well. Sunghea Rhim led us through a small group 

discussion. We then picked a representative to speak publicly about our discussion. That was a good 

experience of public speaking. To overcome stage fear is to forget about yourself. That was a great tip. The 

leaders were also always prepared to do something when asked. Pastor Kwon introduced an action plan: open 

space technology, it was an amazing method of decision making. It is a very wise tool which we can have fun 

with while expressing all kinds of different thoughts and opinions without conflict. It’s a plan I would like to 

pass on to other women. 

Lastly, Eusoon Song also led a bible study which started with the question, "What good actions lead to an 

eternal life?" Let’s think of a leader’s spirituality and qualifications. These leaders do things even if they don’t 

need to do it, and are active even if they don’t relate with the action; that’s what leadership is. 

Any women can be a member of UMW. I have a story too, being a woman and a member of the UMW. I can 

shine through Jesus Christ who is my Savior, experience freedom through Him, and have creative and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others by participating in God’s mission for His kingdom. Let’s stand up, speak 

out, and share our stories with all nations! 

(Written: Gwi Jeong Park Pastor’s Spouse, Korean First Central UMC Detroit) 

 UN Seminar 안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올해 9 월 28 일-10 월 1 일에 

뉴욕에서 ‘UN 세미나’를 갖고자합니다. 

연합감리교회는 사회정의와 사회운동에 헌신한 역사적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미국 여선교회는 감리교의 전통을 이어받아 

선교를 위해 모인 여성들로서 지난 100 년 이상 사회문제에 참여해 

왔고 교회가 정의사역에 참여하도록 앞장서 왔습니다. 여선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공평하고 억압적인 법률과 제도, 사회구조, 

관습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구체적으로 노숙자 문제, 

굶주림, 빈곤, 인종차별, 문맹, 경제정의, 성차별, 전쟁과 평화, 아동 

건강관리, 국가간의 분쟁, 등에 지속적 관심을 갖고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사회정의를 교육해 왔습니다. 그래서 UN 앞에 여선교회 

건물인 CCUN(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을 세우고, UN 에 대한 비정부기관(NGO)의 

대표로서 국내와 국제 사회정의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서 한인여선교회에서도 UN 세미나를 1995 년과 2006 년에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10 년만에 ‘UN 세미나’를 실시합니다. 이번 UN 세미나 주제는 ‘평화와 여성’으로 가정과 

공동체와 세계 평화, 평화 통일에 대한 문제를 성서적으로 다루며, 구체적 실천방법을 모색하고, 

여성들의 평화를 위한 사회정의사역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UN Tour 를 통해서 UN 의 

활동도 배우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한인여선교회들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UN 세미나는 뉴욕에서 실시되므로 인원이 70 명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선착순으로 등록을 받습니다. 

모든 경비는 개인비용으로 이루어지며 등록 마감일을 꼭 지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등록 마감일이 짧은 이유는 단체로 준비해야 할 사무들과 빨리 등록해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이므로 

이해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명래 총무, 전국연합회 총무) 

 
UN 세미나 등록신청서 다운받기 
 

http://www.nnkumw.org/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424298&sid=3db4b2da7f864dbe6868a188e51324b5&module_srl=808021


< UN 세미나 > 
일시: 2016 년 9 월 28 일(수) 오후 3 시 – 10 월 1 일(토) 오후 1 시 
장소: 뉴욕 후러싱제일교회 & CCUN (맨하튼) 

주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회장 – 김리자, 총무 – 김명래) 

주제: 평화와 여성 
참가자: 한인여선교회 회원 70 명 

등록비: $350 (숙박, 식비, UN Tour, UN Seminar fee, 교통비, 

프로그램비 포함) 

숙박은 Best Weston Hotel 이며 1 방을 4 명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호텔에 자동차 Parking 은 숙박자들에게 무료이며, 아침식사가 제공됩니다. 

(만약 호텔방 사용을 3 명, 2 명, 독방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에 표시해 주시고, 추가 비용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미나 장소로 통근하실 분도 신청서에 표시해 주시고 통근자 등록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일: 2016 년 5 월 23 일 (월) 

신청서와 등록비는 전국연합회 회계(박나미 권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는 ‘NNKUMW’라고 Check 를 

써서 보내주십시요. 

 

Namy Park: 7709 Phiox Street, Downey, CA 90241 

(namy_park@yahoo.com / 562-810-8007) 

등록마감 후에 등록하신 분들께 더 자세한 공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UN Tour 보안상 여러분들의 I.D 에 적혀있는 법적인 영어이름을 신청서에 정확하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 914-473-7401) 

 

 
 

UN Seminar 

• Date: 9/28 3:00 PM – 10/1 1:00 PM, 2016 

• Place: Flushing KUMC Vision Center, NY & CCUN 

• Instruct: NNKUMw ( Lija Kim, President &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 Theme: Women and Peace 

• Paticipants: NNKUMw 70 people 

• Registration fee: $350 

• Lodging: Best Weston Hotel (1 Room for 4 people) 

Free Parking, Continental Breakfast 

• Deadline: 5/23, 2016 

• Contact person: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914-473-7401 / mrkim81@gmail.com 

mailto:namy_park@yahoo.com
mailto:mrkim81@gmail.com
mailto:mrkim81@gmail.com


• Registrar: Namy Park (NNKUMW treasury), Check Payable to ‘NNKUMW’ 

 

Namy Park: 7709 Phiox Street, Downey, CA 90241 

(namy_park@yahoo.com / 562-810-8007) 
Registration form download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주님께 드려진 은혜의 선교찬양제가 올해도 

남가주 전 지역에서 1200 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추진되었다. 

해마다 새해를 맞이하며 준비하는 찬양제 

연습을 통해 여선교회가 하나가 되며 

연습과정 속에 벌써 귀한 은혜의 체험들을 

경험하면서 준비되는 선교찬양제인 만큼 

교회마다 최선을 다해 이 시간을 준비한다. 

여선교회 연합회 행사 중 꽃으로 불리우는 선교찬양제는 올해 17 교회가 참가하였고 특별히 각 

개체교회 담임목사님과 사모님들의 100% 참석을 해주셔서 그 열정이 대단하였다. 또한 우리 

한인들만의 축제가 아닌 미 여선교회/ Cal-Pac UMW 임원들을 초청 연대성을 이루고 늘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남가주 연합회는 올해 프로그램 중에 따뜻한 사랑의 후원금을 Cal-Pac UMW 

에게 전달하는 시간도 가져 참석하신 1200 여 명의 많은 회원들 앞에서 한인 여선교회 회원들과 Cal-

Pac UMW 연대성의 중요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특별히 선교찬양제에서 모이는 귀한 헌금의 사용이 "전도부인 사역"을 위한 것이기에 연합회에서는 

늘 이 시간을 맞아 프로그램 북에 광고로 후원해주시는 많은 광고주들에게 깊은 감사를 빼놓지 않고 

있으며... 벌써 27 회를 맞이하는 선교찬양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보내는 선교사의 자리를 

감당하시는 참석자들 모두에게 이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남가주연합회에서는 행사 동영상도 준비하여 

보여 드리고 있다. 

 

거리적으로 참석이 어려운 샌디에고 지역에서는 

찬양제의 opening 을 멋진 난타로 시작하여주었고 

이어서 17 교회의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올해 색다르게 진행된 마지막 특별순서는 고문 

목사님의 축도 시간 전 그 동안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발전을 위해 무한한 관심과 헌신을 부어주신 역대 회장님들을 단상 위로 초대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순서는 늘 뒤에서 여선교회를 도우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은 물론 여성목회자들로 

mailto:namy_park@yahoo.com
http://www.nnkumw.org/xe/?module=file&act=procFileDownload&file_srl=2424298&sid=3db4b2da7f864dbe6868a188e51324b5&module_srl=808021


Mission U 강사를 맡아주셨던 목회자들까지 모두 단상 위로 초청하여 남가주 모든 지역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감사의 표시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은 것이다. 

참으로 귀한 자리 기쁨의 자리에 우리는 모두 마지막 송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부르며 손에 손을 

잡고 찬양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만끽하였습니다.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드리며...우리에게 

한없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영광 받으셨음을 굳게 믿습니다. 이시간을 사모하며 

애써주신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께 특별한 감사를 드리며 각 개체교회 회장단 많은 분들의 

수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을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글: 최미란 사모,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Sothern California Korean UMW Network “Praise Night for Mission” 
 

The Praise Night for Mission was held with 1200 

members from all over the Southern California. 

Every year, as we greet the New Year, each church starts 

preparing for the praise night with their best effort. As 

they practice their songs, the unit members become one 

and experience precious grace through the process. 

The Praise Night is the foremost of the Korean UMW 

Network events. 17 Churches participated this year. 

Especially 100% of Korean UMC pastors and their wives 

attended the event. Also, Cal-Pac UMW officers joined 

the event and we delivered scholarships to the conference 

exercising the UMW connectional system in front of 1200 members. 

Specially, the offering made at this event is used for “Bible Women mission.” We share our special thanks to 

those who donate through putting advertisements in the program book and to everyone who attended this 

event as “sending missionaries.”We shared a video clip showing our annual activities. 

Some ladies from the San Diego UMC performed NANTA at the opening of the event. It is hard for all of 

them to come to the praise night because of the 

distance. This was followed by the beautiful praises 

prepared by 17 churches. As a new addition to the 

program this year, we invited the previous 

presidents of SCKUMWN, previous advising 

pastors, helpful pastor’s wives, and Mission 

instructors to the stage to show our thanks before 

the benediction at the end of the program. 

Then we sang “We will keep our faith alive” as we 

were holding hands together. 

I thank God for allowing us to worship with all our 

hearts and minds. I believe that God who granted us 

a boundless and joyful time was glorified. I especially thank the officers of SCKUMWN who unselfishly 



served and thank the unit UMW president of each church for their big effort. All the glory to the Lord. 

(Written: Milan Choi, President, Southern California Korean UMW Network, Valley KUMC) 

 상식코너 - 손쉽게 빨래 하는 법 

 

● Y 셔츠가 누렇게 변했을 때(오래 입지 않아서) 

- 세제: 일반세제(빨래용 비누가루), 과산화 수소(소독제), 

뜨거운 물 

- 비율: 일반세제(소주잔 반 컵) + 과산화 수소 1/3 (셔츠 한 

개 용 분량) 

- 방법: 위에 비율대로 썩어서 +뜨거운 물에 붓고 Y 셔츠를 

담근다. (과산화수소 1 병이면 Y 셔츠 4 개 정도는 빨 수 

있다고 함) 

- 5 분이상 담가두면 깨끗해진다. 

- 헹궈서 ………. 

 

● 커피 얼룩 제거 

- 세제: 일반세제(빨래용 가루비누), 가정용 세제 (주방용 세제+식초),뜨거운 물 

- 방법: 얼룩진 자국에 물을 묻히고 일반세제를 바라서 문질러 준다. 가정용세제를 위에 바르고 

문질러준다. 

- 뜨거운 물에 헹군다. 

- 가정용 세제 만들기 

- 주방용 세제(퐁퐁) 1 + 양식초 2 를 잘 썩어서 병에 보관. 

- 언제든지 필요할 때: (Y 셔츠 목 부분이나 손목 부분 등등) 

 

● 카펫 얼룩 지우기 

- 우유 3 + 식초 1 비율로 썩어서 얼룩 부위에 발라서 두드리면서 젖은 수건으로 

닦아내고 헤어드라이어로 말린다. 

 

Life can be messy. Here are some easy cleaning tips for dealing with stains. 
 

For restoring a white shirt (that has yellowed with age) 

What you will need: Detergent ( laundry detergent powder), hydrogen peroxide, and hot water. 

Ratio: Detergent(1/2 cup shot glass) + hydrogen peroxide 1/3 per 1 shirt. 

Method: Mix the detergent, hydrogen peroxide, and hot water and place your shirt into the mixture for 5 

minutes. After 5 minutes, remove the shirt, rinse with water, and dry. 

 

For coffee stains 

What you will need: Detergent (laundry detergent powder), house detergent (recipe below), and hot water. 



Method: Wet the stain with water and scrub with laundry detergent. Add the house detergent, scrub, and then 

rinse with hot water. 

 

House Detergent Recipe: kitchen dish soap 1+vinegar2 mix them and store in a bottle. 

 

Carpet stains 

What you will need: Milk, vinegar, a damp cloth, and hairdryer. 

Ratio: Mix 3 parts milk with 1 part vinegar. 

Method: Pour the milk & vinegar mixture over the stain , then tap & wipe with the damp cloth until gone. 

Blow dry with the hairdryer.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1884 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 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 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메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 년, 시작된 한인여선교회는 지난 23 년간 여선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 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선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16 년, 2 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선교회 회원과 2 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번 6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 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1884 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 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선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 역사를 써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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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후원: 김리자, 임성혜, 김명래,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아콜라교회, 전봉숙, 김정화, 

김효순, 송은순, 박나미, 김효순, 장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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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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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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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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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Lija Kim, Sunghea Rhim, Myungrae Kim Lee, Kum Ran KUMC UMW, 

Arcola KUMC, 

Boong Sook Jun, Jungh Hwa Kim, Grace Song, Nami Park. Hyo Soon Kim, Sin Jun 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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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