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뉴욕 연회 선교학교 참석 후 화창하고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점점이 떠도는 날, 맑은 기분과 마음으로 나는 산꼭대기 정상에서 

신선한 바람을 들이마시는 듯한 흥분감을 갖고 We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Danbury, CT) 에 도착했다. 마침 

지역사회공부를 하고 있는 교실에서 열정적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강의를 하시는 김성태권사님의 진지한 모습과 참여하신 

참가자들의 총총한 눈빛들을 보니 갑자기 숙연해졌다. 이번 

Mission u 2015 선교학교의 주제는 1. 영성공부: “행복을 위해 

창조되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이해”, 2. 지역공부: “라틴 

아메리카”(Latin America) 였다. 7/23 부터 7/25 까지 삼일 여정의 선교학교를 등록하면서“행복을 위해 창조되다”라는 

주제를 대하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행복이란 단어가 왠지 버겁고 거리감이 느껴졌지만, 의외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잘 익은 홍시를 하나하나 빼먹는 듯한 달콤함에 나도 모르게 주제에 깊이 빠져들어 갈 수 있었다. 

참여하신 분들과 많은 것들을 읽고, 그분들의 경험과 간증들을 듣고, 의견들을 나누었다. 그러는 동안, 강의를 맡으신 

김영주목사님의 간단명료한 정답과 명쾌한 결론을 들을 때마다 모두 "아, 그렇구나!" 하며 고개들을 끄덕이며 탄식을 

하고 옆자리와 앞자리에 앉은 학생들과 눈이 맞았다. 그러한 깨달음과 나눔의 눈빛은 여기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커다란 기쁨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특히 존 웨슬리의 행복신학에 대해 배우면서 이번 선교학교에 정말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행복은 선택이라는 것, 그 선택이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손길을 놓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을 통해 인내하며 우리 자신을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며, 또한 슬픔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로서 그분께서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인 것이며, 그에 대한 깨달음은 정말 

값진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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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역별 공부의 주제였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해 조금씩 접근해가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려운 역사를 겪어왔고, 

그 중에서도 수많은 나라들이 가난과 무지로 여전히 고통 속에 있음을 배웠다. 그리고, 우리가 여선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숙제를 지고 나왔다. 그들에 대해 좀 더 알고 나니 갑자기 그들이 

이웃처럼 느껴졌고 포용력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내 주변의 

라티노들을 대할 때 다정한 미소로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음을, 우리는 존 웨슬리의 행복론을 연결해서 이끌어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때로는 

우리의 이기심이 저만치 먼저 가버릴 때 우리는 제자리로 

헐떡이며 돌아오지 않는가? 주님을 믿고 인내하며 이웃과 

사랑을 나누는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초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그 행복하셨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라틴 아메리카공부를 마치며, 

중남미 문화를 피부로 느끼도록 맛으로 체험하도록 마음 쓰신 

김명래전도사님의 마태차 끝 맛에서, 유까의 텁텁하며 쫄깃한 맛을 서로 나누었을 때야말로 여선교회의 일원임에 

대한 자부심을 추켜주는 순간들이었다. 

선교학교 준비를 위해 성심껏 애써 주신 임원 여러분들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선교의 목적에 눈에 보이지 않던 

가능성들을 열어주신 김영주 목사님과 김성태 권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여선교회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할렐루야! 

 

(글: 이선주,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Bayside UMC) 

 

 

After Attending Mission u 2015 

New York Annual Conference Mission u 2015 was held from July 23 

to 25 at Western Connecticut State University in Danbury, CT. The 

theme of the conference was “Journeying to Wholeness, Holiness, 

Happiness: Understanding Your Life in God.” In Korean classes, we 

focused on two different mission topics; (1) spiritual growth: 

Created for Happiness: the Pursuit of Happiness, led by Rev. Steven 

Kim and (2) geographic: Latin America, led by Mr. Shung Kim. 

We couldn’t have asked for better weather to begin with. We had 

three bright sunny days! Sitting out in the sun during the breaks 

between classes was one of our enjoyable moments. When I registered for the conference, the word, “happiness” 

sounded distant. However, after attending the Mission u, I realized I had a narrow-minded view on happiness. 

I’ve been looking for happiness in external things, but that was not all. According to John Wesley’s theology, true 

happiness is not about feeling excited or happy but being holy. He said happiness is fulfillment through our 

relationship with God. I also learned happiness is a choice. We can choose to be happy even if we are going 

through adversities. While studying about happiness, I came to realize that I am no longer a prisoner of my old 

habits I tend to cling to as a human being. I can be content and happy if I decided to look on the bright side, 



trusting the Lord instead of sinking into pains and suffering. The key to happiness is to develop our deep faith in 

Him, obey Him and love our neighbors. I was so grateful that I was there to learn to delight in God. 

At my work, there are many Spanish speaking students, and I always wanted to fin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ir languages and cultures. So, Latin America as a mission study topic was fascinating because it was 

relevant to me. As we learn about Latin America, especially how they had to struggle through the history of 

colonization and became independent countries, I realized I didn’t know much about them. Along the way, their 

religion, faith, and women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ir lives. Unfortunately, they are still struggling with 

various social issues such as poverty and education. This study made me think what we can do for them as part 

of the UMW family, and I felt more compassionate towards Latinos. 

I am truly thankful for the wonderful teachings of our two study leaders and the hard work of our dedicated NY 

Conference KUMW officers. It’s been a truly blessing. Praise the Lord! 

(Written by Sunjoo Lee-Granahan, NY Conference KUMW Network)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체감온도 100 도가 넘어서는 뜨거운 조지아지만 선교학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나누고자 하는 연합감리교회 

전도부인들의 열심은 막지 못했다. 

2015 년 선교학교는 페잇빌 연합감리교회에서 시행되었다. 7 월 

17 일 18 일 양일간 약 240 명의 UMW 회원들이 모여 학구열을 

불태웠으며 북 조지아 각 지역에서 모여들어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금년에는 히스패닉 자매들의 참여도가 높아 어느 선교학교 때 보다 기억에 남을 만한 시간이었고 특별히 

히스패닉 젊은 여성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은 약 17 명이 모여 ‘행복’ 이라는 주제로 공부를 했다. 

강사인 김매리안 사모(임마누엘 감리교회)는 행복의 정의,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웨슬리 가 전하는 행복 등을 통해 

세상의 행복이 믿는 자의 행복과 어떻게 다른지의 주제로 강의를 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많은 행복감들이 결국 운동이나 악기를 배울 때처럼 

훈련이 되고 좋은 습관을 갖도록 도와주어 종국에는 성화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주변 환경에 관계없이 내 안에서 창조되는 행복감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피력했으며 모인 여선교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억을 나누면서 서로가 위안이 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을 가졌다. 

페잇 빌 연합감리교회 UMW 회원들의 정성 어린 대접과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도 주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맛보았고 1 박 2 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화와 행복은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시간 이라는 사실에 서로 공감하며 2015 년 

선교학교의 문을 닫았다. 

선교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각자의 지역교회에 가서 다시 한 번 나누면서 더 

큰 행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누구에게든 행복감을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요 씨앗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글: 김매리안 사모, 북조지아 연회 한인 코디네이터, 임마누엘 KUMC) 

 

 

 

Though the weather was burning as if it were over 100 

degrees, the passionate women missionaries couldn’t be 

stopped from gathering in Fayetteville, GA for Mission U 2015. 

On the 17th and 18th of July, 240 United Methodist Women 

members gathered from all across North Georgia to study 

about Jesus and mission. Together they shared in the 

experiences of good fellowship and blessings. 

 

This year, in particular, had a much greater number of 

Hispanic women in attendance. It was remarkable to see all these young women gathered to study and dedicate 

themselves. 

Seventeen Korean UMW members attended and studied the theme “Happiness”. 

Marian Kim, the study leader from Immanuel United Methodist Church, taught on the theme of happiness 

through various topics:  the definition of happiness, happiness from the bible, happiness from Wesley, and the 

difference between happiness from the bible and from the world. 

Happiness is formed and developed from small moments of happiness experienced from daily living. It is 

developed much like an athlete or musician’s ability is developed from training and practice. To be truly happy, 

sanctification must accompany that happiness regardless of time or place. 

Marian Kim stated that creating happiness from deep within one’s heart, makes one a truly happy person. 

The UMW members shared their experiences and feelings to comfort and 

encourage one another. 

All accommodations and hospitality was provided by the members of 

Fayetteville UMC. All participants were grateful and enjoyed the food and 

company with smiles. We realize that the present is indeed a great blessing 

from God that we may share with one another. 

We hope to create true happiness from within each of our local churches. We 

will share this experience with other woman so that they in turn may spread 

and plant the seeds of happiness cultivated by God. 

 

(Written by Marian Kim, Language coordinator of NGUMW)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임원수련회 

 

지난 6 월 27 일 (토) 남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밸리 연합감리교회에서 9 교회에서 100 여명이 참석하여  

"개체교회 임원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퇴 목사님이시자 현재 서부지역 목회자 

코오디네이터로 선정되어 연합감리교회 남가주 연회(Cal-Pac 

UMC) 감독사무실에서 사역을 담당하시는 김웅민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하여 실시되었으며 연합회 고문이신 류재덕 

목사님의 "UMC 연결성(Connectionism) 과 여선교회 "라는 

주제로 전해주신 강한 메시지를 통해 참가자들의 마음 문을 열며 

예배가 시작되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각 교회의 여선교회 회원들은 담임목사님의 목회방침을 도우며 서로 협력하여 타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 선교적 사역에 앞장서는 모든 행사에 교회의 도움을 기대하며 오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16 년 1 월부터 실시될 연합감리교회 남가주 연회 목사님들의 목회방침을 정확히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에 각 개체교회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수련회를 통해 좀 더 발전하는 연합회의 모습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어 더욱 뜻 깊었다. 

남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는 해마다 4 월 또는 6 월이면 임원수련회를 통해 여선교회의 이모저모를 

점검하며 새로운 개체교회 임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왔다. 올해 실시된 수련회에서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천 " 이란 제목을 갖고 김웅민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셨으며 2 부 순서로는 다가 올 목회동정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셔서 듣고 배우며 나누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 

이 시간을 통해 진정한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여건과 성품 등을 배우며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며, 또한 2 부 순서를 통해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약 300 여 한인 교회들 중 귀한 목회자들의 동태를 알 

수 있었다. 특별히 한인선교교회에 대한 집중적인 정보를 

전해 듣고 여선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법, 등을 나누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주신 정보를 통해 이제까지 무심히 

지냈던 한인목회자들의 힘든 조건과 어려움을 들으며 

참가자들 모두에게 거룩한 부담과 질문을 마음에 남게 

해주었다. 

이번 수련회는 여성으로서 교회 직분자로서 또한 

크리스챤으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 늘 받기만 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귀한 시간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께 그리고 두분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 

 

(글: 최미란 권사,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밸리 KUMC) 



  

On Saturday, June 27, Southern California Korean UMW 

Network hosted the “Officers’ Retreat” which took place at 

the Valley KUMC, attended by over 100 women. Rev. Woong-

Min Kim, who has recently retired and currently serving the 

Cal-Pac UMC Bishop’s office as the Coordinator of Western 

Jurisdiction Clergy, was invited as the keynote speaker. The 

event began with the opening worship where Rev. Jae-Duk 

Ryu, advisor to the SCKUMWN, gave a powerful message on 

the topic of “UMC connectionism and Women’s Mission.” 

As we’re all aware, women’s ministry members at individual 

church are recognized for offering support for pastor’s ministry, leading in mission efforts and setting role 

models in their supportive fellowship. 

In this respect, the Network felt it was imperative for the members to have clear knowledge of the ministry policy 

of Cal-Pac UMC pastors which will take effect beginning January 2016. It would also offer an opportunity for the 

Network to take steps toward growth right along with the members of individual units. 

SCKUMWN has been offering its members programs on various topics, usually taking place annually in April or 

June. In the first session of this year’s event, Rev. Woong-Min Kim spoke on the topic of “The Influential 

Christian”, and in the second session, he went on to offer ideas on how we are to respond to the upcoming 

changes in ministry policies. 

The sessions offered an opportunity to learn about the qualities and characters of leaders as well as time to 

reflect on how we, as leaders, are serving in our own churches. In the second session, we also had opportunity to 

gain a glimpse on ministries being carried out by some of the 300 Korean UMC’s. With the information given 

specifically on mission efforts of Korean UMC’s, members had chance to share some of the ways women’s 

ministry can be of help to the missions. The information, especially on the challenges and hardships faced in the 

mission efforts, gave us renewed interest and holy burdens. 

This year’s retreat was a blessed time of renewing our 

outlook as women, as leaders, as Christians to turn from the 

position of receiving from our churches to the position of 

giving eagerly to where we can be of help. Praise the Lord 

for His provision and guidance through this meaningful 

event and special appreciation to Rev Kim and Rev Ryu. 

 

(Written by Milan Choi, President of SCKUMWN, 

ValleyKUMC)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동서남북 인근 각처에서 모두 모여 주님을 찬양하는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 찬양제를 맞이했습니다. 

200 여명의 성도들이 베델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모여서 이 찬양제를 

인도하시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했습니다. 

예배후에 목사회팀을 선두로 시작된 2 부 순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6 개의 개체 교회에서 준비한 10 팀은 

찬양과 율동과 컵송은 어느새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제를 위하여 기도하며 열심히 

연습하시며 준비하신 모든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여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부어주셨습니다.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이 찬양제를 통하여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주의 사랑이 전해지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기도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길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 큰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머리 숙여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여성들을 주의 보좌 앞으로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 

온 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는 한없는 기쁨이요, 주께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 

이 연합 찬양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찬양하게 하소서. 연합의 헌신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함께하시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님들과 성도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글;최만금 권사,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산타클라라 KUMC) 

 

God of Ebenezer! 

The Mission Praise Event hosted by Cal-Nev Conference KUMWN 

was held with people from all directions and places. 

At the Bethel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ver 200 believers 

gathered and praised the abundant love of God who was leading 

the praise event. 

Following the service, the second part of the program led by the 

pastor's team overflowed with grace and thanks. Ten teams from 

six churches participated with worship songs, body praises, and 

cup songs. The place was filled with excitement. 

I welcome and bless all Cal-Nev Conference KUMWN members for 

preparing the praise event diligently with prayers and for 



practicing hard in their busy schedule. 

God has poured onto women…the passion and the love for God. 

Through this collaborative praise event, I pray that the love of God will be shared everywhere God's touch is 

needed. Only Jesus’ name shall be glorified! 

Our God, who is present in our praises, has called us into His mission even though we are weak and lacking. 

With our heads bowed down, we humbly worship Him.  We look upon His Grace that goes beyond our plans and 

understanding to achieve great things. 

God has invited women to His throne! 

I believe that as we praise with all our hearts and in sincerity, God is glorified and we are filled with boundless 

joy. 

Praising God with all our hearts brings us endless happiness, and we believe that God is glorified through our 

worship. 

God of Ebenezer! 

Through this united praise event, let us become one and praise the fragrance of the Lord. I long for God's grace 

so that our united devotion reaches to the ends of the earth. I would like to show my appreciation to all the Cal-

Nev Conference KUMWN members and their church members. 

(Written by ManKum Choi, Cal-Nev Conference KUMW Network, Presi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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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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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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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미숙(뉴욕), 

Dr.최관호(뉴욕),뉴잉글랜드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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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antaclarakumc.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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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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ook Han(New York), Dr. Alexander K. Choi(New York), New England 

Korean UMW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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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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