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연합회 임원회 & 수련회 

 

전국연합회 임원회및 수련회를 마치고 

 

안녕하세요?  

이번 전국 수련회에 처음 참석한 북일리노이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 조인나 권사입니다. 북일리노이의 연합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어 곧바로 아틀란타의 임원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는 

이멜을 받고 잠시 망설였으나, 배우는 자세로 참석을 

결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전국연합회 임원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얼마후에 헨리 나윈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읽어와야 하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을 가져오라는 이메일을 받고 부담감이 생기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싫은 제 게으름과 타성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 도와주세요. 당신만 믿고 떠납니다 

3 명의 일행과 아틀란타에 도착하여, 새로운 임원들을 만나면서, 인제 진짜 시작이구나 싶었습니다. 모두들 반가워하시는 

모습에 전 조금 낯설긴 했지만 따뜻하게 맞아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개회예배를 마친 후 전국 각 주에서 오신 임원 한 분 한 

분을 소개받으며, 자기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억력이 워낙 안 좋은 덕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적어 보기도 

했습니다. 전도부인사역과 한인여선교회역사 시간에는 김명래 총무님께서 준비해오신 영상을 보며,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미국 감리교단이 우리나라 역사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배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 아침에는 "평화와 선교"’라는 주제로 김세환 아틀란타 KUMC 담임 목사님의 강의가 있었고, 김충성 목사님의 그룹 

게임으로 시작한 "갈등 속에서 자기 돌아보기"라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남가주의 최미란 사모님의 몸 찬양으로 즐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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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동까지 준비해 주신 임원께 감사하며, 오후부터는 참관인 자격으로 전국 연합회 임원회를 지켜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다루어야 할 안건들이 많았는데, 김리자 회장님과 총무님이 지혜롭게 진행을 잘하셔서 다행히 늦게나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아틀란타 날씨답지 않게 눈보라가 치면서, 장소를 호텔로 옮겨 가면서도 모든 일정을 하나도 거르지 않고 

끝까지 마치시는걸 보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세쨋 날은 감사하게도 날씨가 춥긴 했으나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권오연 부회장님의 인도로 리더십 성경공부를 하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물건들을 꺼내 이야기하며 어린아이처럼 함께 울다가 웃다가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쉽지만 

짧고 굵은 일정을 무사히 마침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자리를 빌어, 일일이 이름은 지면에 못 쓰지만, 저를 

환영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챙겨주신 모든 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전 모든 임원분들로부터 배우고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버팀목이 되어 북일리노이 연합회의 자그마한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글: 조인나 권사, 북일리오이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 비전교회) 

 

 
 

Greetings, in the name of Jesus! 
 

Hi, I am Inna Cho, and I attend Vision Church in Mundelein, Illinois. This year was my first time participating in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NNKUMW) Mission team training. 

After being appointed as vice president of the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KUMW Network, I was invited to Atlanta for the 

NNKUMW mission team training. At first, I was hesitant about attending because I was so new to the organization. However, I 

decided to go with an open mind and good attitude so that I could learn something new. I also had few lingering questions about the 

organization; “What is this organization? What are they doing?” 

After I learned that I was required to read a book for the program as well as bring items that reminded me of Jesus, I felt pressure 

and realized how laziness would make me weak. 

I asked, Father, please give me a strength. I am only relying on you. 
Four of us flew to Atlanta from Chicago, and once we landed, we met a group of officers who arrived from across the country. Even 

though we were all meeting for the first time, the officers were so welcoming and treated us like family members. 

Day 1: 

After opening worship, we had some time to get to know each other. Most of the officers already knew each other, but it was hard 

for me to remember everybody’s names. After dinner, we watched a short video about history of the Korean Christian Methodist 

Church and how the American UMC influenced Korean culture. I was moved by the story of Dr. Rosetta Hall, a medical missionary 

and educator who spent forty something years in Korea, to develop educational resources for the handicapped and trained women in 

medicine. 

Day 2: 

Our full day started with a seminar given by the Atlanta KUMC Senior Pastor entitled "Peace and Mission," followed by the group 

game "View of Myself in Middle of Conflict," led by Pastor Kim C.  After lunch, Officer Choi led us with fun rhythmic praise, and I 

was impressed with her energy and enthusiasm. Finally, I was able to observe the Governor’s Cabinet. It was intense at times, and 

they had to address a lot of agendas during such a short period of time. The chairman and the secretary seemed very experienced, as 

they handled each discussion in a calm and respectful manner. Surprisingly, it began snowing in Atlanta, and we went back to the 

hotel to finish the rest of our schedule. I didn’t think we would be able to make it through everything, but we did! 

Day 3: 

The weather was cold and windy but it stopped snowing. After worship and praise with Officer Kim, who has beautiful voice, we 

had a leadership Bible study led by Officer Kwon and shared personal testimonies of Jesus working in our lives. Some stories made 

us laugh, and some made us cry, but either way, I felt much closer and more comfortable with the officers after this experience. 

Even though this trip was short, I definitely think that it was worth it, and I am praying that I will continue to grow in my faith and 

my abilities. 

Lastly, I wanted to sincerely thank all of the officers, pastors, and church members in Atlanta who welcomed us, provided delicious 

food, and made us feel right at home. I cannot express my thanks enough to all of you. You are all the best! 

(Written by, Inna Cho, Vice President of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KUMC of South Suburban Chicago)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임원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여선교회가 되기 위한 발걸음 

 

지난 12 월 5 일 토요일에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임원수련회가 주영신 회원 양육부장댁에서 있었다. 지난 일 

년동안 수고하신 임원들과 또 앞으로 연합회 임원으로 함께 

일하실 회원들 모두 17 명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며 

새해의 비전을 그려보는 시간이었다 

이날의 프로그램은 강순애 영성 부장이 인도한 묵상의 시간, 

김명래 전도사의 여성의 시각으로 본 성경공부, 권오연 전도사의 

리더쉽 훈련이 있었고 여선교회 조직과 역사에 대한 리뷰와 마지막으로 임원회의 순서로 진행 되었다. 

성경공부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소한 외경에 있는 유딧서를 배울 기회가 있었다. 유딧은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의 여인으로서 극도로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민족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고 진취적인 행동을 

보여준 여인이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나라와 만족을 사랑하고 약자를 

들어 강자를 심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업을 이룰 수 있는 여인에 대해 배우면서 나 자신도 안일하게 너무 틀에 박힌 

믿음 생활이나 여선교회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지금의 모든 일들이 과연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일인지 반성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수련회를 가기 전에 숙제가 있었는데 리더쉽 훈련 시간을 위해 헨리 나우엔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란 책을 

읽어가는 것이었다. 소책자라고 해서 안심했었는데 책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했을 때 100 페이지도 안 되는 이 작은 분량의 

책이 주는 무게와 깊이는 정말 무겁고 깊게 느껴졌다. 그동안 나는 사역, 사역자란 말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도 못한 채 

여선교회 사역을 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을 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 같았다. 

나는 이 책을 세 번쯤 읽어갈 때야 비로소 생각이 정리되는 듯했는데 “사역이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고, 영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의 삶에 관심을 갖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서면서, 기도와 섬김이 또 섬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사역자란 예수님의 치유 하심과 붙드심과 인도하심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씌여진 쉽고도 어려운 문장들은 

정신을 집중하고 읽지 않으면 참뜻을 놓치기에 십상이었다. 

헨리 나우엔이 전하고자 하는 사역자에 대한 이해를 우리 여선교회와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그룹별로 

연구하고 발표하는 것을 들으면서 깨달은 점은 나를 포함한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중의 

하나가 되어 치유자로서 과거의 아픔을 현재의 하나님의 치유로 연결시켜주고 그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계속 지탱할 

수 있도록 중보자가 되어주며 다음엔 미래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씌임받는 안내자, 인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귀중한 교훈을 갖게되어 감사한 일이다.  

우리 뉴욕 여선교회 연합회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경공부와 지도력 훈련을 통해 영성이 풍성한 지도자로서 

조금씩 자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강사님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모든 임원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아시아 여성과 청소년, 아동들을 위한 전도부인 사역을 위해 맡겨주신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글: 김경숙 권사, 전 뉴욕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후러싱제일교회) 

 

 



NYC KUMW Network Leadership Training: 

A Step toward the Living Reminder of Jesus 

 

On December 5, 2015, NYC KUMW Network had its officer leadership 

training at the home of Young Shin Joo, our Membership Nurture and 

Outreach Coordinator. The officers who were active in 2015 and new 

officers of 2016 got together to thank God, to encourage one another, and 

to share our visions together. 

The program started with a devotion prepared by Soonae Kang, the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followed by a Bible study led by Myungrae 

Kim Lee, who helped us better understand the perspective of women in 

the Bible. This was followed by a leadership training led by Oh Yeun Lee, 

then the introduction of UMW’s organization and history. Afterwards we held a business meeting. 

During our Bible study, we encountered a text that is neither from the Old nor New Testament. The verses were in fact, from the 

book of Judith (found in the Greek Old Testament and Eastern Orthodox Tradition). The woman named Judith was living in the land 

right after returning from Babylonian captivity. The circumstances were very hard, yet she was courageous enough to save her 

nation. Just as we know Esther in the Old Testament, Judith also acted upon her faith and love for her nation. She believed that God 

would judge the strong through the weak and God would deliver her nation. Through this Bible study, I had a chance to self reflect 

by asking myself, “Am I really giving everything to do God’s work?”, “What about my faith?”, “How much do I really love God?” 

Before the retreat, we were to read Henre Nouwen’s book titled The Living Reminder for leadership training. Even though the book 

has less than 100 pages, the book is quite deep and full of wisdom. This small book helped me to realize the real meaning of the 

minister and her/his ministry. After reading the book three times, I finally learned what the author was trying to say: “Ministry is 

service in the name of the Lord, and Spirituality is attention to the life of the spirit in us; it is to stand before the Lord with an open 

heart and open mind”. The author also discusses to “explore the connection between ministry and spirituality and show how service 

is prayer and prayer is service.” Henre Nouwen explains in his book that “the Minister as a Healing Reminder, as a Sustaining 

Reminder and as a Guiding Reminder”. How can we as United Methodist Women, connect the concepts of what Henri Nouwen 

conveys of ministers as ‘the Living Reminder’ to our ministry? 

As I listened to each group presenting their own section of the book, I realized that all members of United Methodist Women are 

‘the Living Reminder’ of Jesus Christ. We are “the ministers as healing reminders” by connecting the wounded to God. We are “the 

ministers as sustaining reminders” by helping those to sustain in Holy Spirit. We are “the ministers as a guiding reminder,” by 

encouraging those to move forward for the kingdom of God. 

I thank all the leaders of this retreat who helped the NYC KUMW Network members to spiritually grow through worship, Bible 

study and leadership training based on “The Loving Reminder.” I return all the glory to God who leads us in one heart and one mind 

in the Bible Women ministry for women, children and youth in Asia. 

(Written by Kyung Sook Kim, Ex-President of NYC KUMW Network, member of the First UMC in Flushing, NY)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지난 1 월 24 일에 여선교회 회원 82 명이 모여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헌신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제가 “복의 

근원이 되는 여성들” 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그 때 간증을 해 주신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를 섬기시는 

김순섭 권사님의 간증문을 소개합니다. 김순섭 권사님은 지난 

2 년 동안 뇌종양으로 2 번 머리수술을 하셨고, 6 여 년 동안 

아시아전도부인사역을 위해 성미 헌금 모금을 돕고 계시는 귀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헌신예배후 여선교회 회원들은 인신매매의 달인 1 월을 맞아 인신매매와 노예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방지 한다는 의미로 우산을 펴고 사진을 찍어 인신매매의 악행을 널리 알리는 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헌신예배에는 

북일리노이 연회 UMW 회장인 Dotty Priddy 가 참석하여 연합감리교회 역사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를 섬기는 김순섭 권사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저는 미국으로 시집을 와서 시댁이 모두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후에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6 년 전 어느 날 교회에서 제가할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매달 셋째 주일에 친교실 

근처에 테이블을 놓고 성미 헌금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옛날 쌀이 귀했던 시절에 가정에서 밥을 지을 때 쌀을 한 줌씩 덜어서 그것을 모아 교회에 

가져와 목사님, 전도사님들의 식량으로 드렸던 성미를 이제는 10 불씩 매달 헌금으로 드려서 아시아 전도부인 

선교에 사용하기 위한 것인데 저도 이렇게 하여 선교에 참여 할 수가 있구나 하는 감사함으로 테이블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두 다른 일에 바빠서 한,두 달 그 일을 하고는 그만두고 꾸준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제게는 꼭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6 년째 하고 있습니다. 

어느날은 성미 헌금이 얼마 모이지 않아서 어쩌지 할 때,  어떤 권사님이  이거 일 년 치야 하고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노인 권사님들이 꼭꼭숨겨 놓았던  쌈짓돈을 주시며 수고한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런 고마운 분들을 만날 때마다 성미헌금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보답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중에 제가 만들 

줄 아는 쿠키나 셈배같은 간식을 테이블에 놓고 드리기도 합니다.     

물론 테이블을 지키는 데 꼭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꼬박 앉아있으면  좀이 쑤시기도 하고 바쁜 

일이 있는 날은 저도 그냥 떠나버리고도 싶었습니다. 많이 속상했던 일은  왜 거기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냐고 하며 못하게 하시는 분도 있었고, 저거 모아서 어디로 가는거야?  진짜 아시아 전도부인사역에 쓰는 거야? 하는 

질문을 하시는분들도 있었습니다. 

성미헌금은 주일에 교인들이 돌아가시는 시간까지 테이블을 지키고 앉아서 헌금을 받고, 끝나면 총액을 계산하고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과 헌금액을 교회 회계실에 알리고, 헌금은 저희 교회 총여선교회 회장께 드립니다. 그러면 

총여선교회 회장님은 그 헌금액을 모아서 북일리노이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로 보내고, 연합회에서는 다 모은 헌금을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로 보내어 아시아 전도부인사역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일 꾸준히 자리를 지키고 앉아 

있으면 150 불에서 200 불 정도의 헌금이 들어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시아 전도부인사역에 한 부분을 맡아서 

당당하게 사역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을 하는 저를 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3 년 전에 뇌종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이들도 어린데 죽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어려운 보험도 해결이 되었고, 좋은 의사와 간호사들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었던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세 번이나 필요한 작은 수술도 하였지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이제는 ‘왜 나는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나?라고 

말하지 않고, 저처럼 몸이 아픈 이웃들을 기도로, 음식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 아주 작은 일이지만 성미헌금 받는 것을 감사함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부족한 저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의 질병을 맡아서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글: 김순섭 권사,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Dedication Service 



Hello, I my name is Soon Sub Kim from Firs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Wheeling, IL. Originally from South Korea, I was 

born to a non-Christian family. I moved to the States when I married. 

Fortunately, it was in America that I started to attend the church, which 

my in-laws attended, and I was able to meet God there.   

Six years ago, I was able to find something that I could do to serve at my 

church. On the third Sunday of each month, I would set up a table next to 

the fellowship room and would receive offerings for the “donation-

rice.” The “donation-rice” originated from the tradition of collecting 

a handful of rice from church families to support the pastors of the church 

when people were struggling with hunger in Korea back in the days. I am 

so thankful that now we can use this “donation-rice” to collect $10 from 

each of our church families to support the Asia Bible Women Ministry for 

women, youth, and children; and that I am a part of that missionary work through my work at the table next to the fellowship room.  

Many times, people would only serve one or two months and stop receiving the offering because they were busy with other work. 

However, the service suited me. I have been keeping that position for the past 6 years. At times, I worried when there were not 

enough offerings collected. However, right at that moment, one member of the church would come up to me and give a year's worth 

of offering. On another occasion, an old member drew out her pocket money and encouraged my service. Whenever I encounter 

these selfless moments, I wondered how I could show my deep thanks to those people. So I decided to bake some treats and 

traditional Korean cookies and give those to people as a small token of appreciation.  Nonetheless, it is not always pleasant to sit at 

that table. Parts of my body would ache, and I wanted to leave when I had a busy schedule ahead.  

And at times, people would upset me by saying “why do you burden people by sitting there and make us feel bad?” or by 

saying “Where does this money really go? Is it really used for the Asia Bible Women Ministry?” I would wait until the congregation 

would leave the church to count the “donation-rice” offering, notify the names and amount of offering to the finance committee, and 

hand the offering to the women ministry chairperson. Then the Korean UMW local president would send the offering to the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and the offering is sent to 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for Asia Bible 

Women Ministry for women, youth, and children for various mission works.  

Each week we would receive an offering of around $150- $200. I continue to do this work by remembering the message in which 

God called us to be “faithful in the little.” I will continue to do this work, because I am also a proud missionary that has a part in 

supporting the great works that are being done for the Asia Bible Women Ministry. 

I believe God has been watching me be faithful in the little. Three years ago, I was diagnosed with brain tumor. At first, I felt 

hopeless. I cried every night worrying that I might die and leave my young children behind. Yet God truly provides! My insurance 

problem was solved, and I went through a successful surgery by meeting good doctors and nurses. I also underwent three successful 

smaller surgeries afterwards. I received so much love from the pastor and church families when I was at the hospital. I do not 

ask “why doesn’t anyone love me?” anymore rather I reach out to people who are suffering with prayer and food.             

I am doing God’s work. It may seem little. However, I will continue to do my work with a thankful heart. I thank God who watches 

over me and who healed me from my illness.  

Praise and give thanks to our God! 

(Written by, Soon Sub Kim, Chicago First KUMC)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소개 

 

(이번 2 월호 뉴스레터부터  매달 각 지역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를 소개합니다) 



뉴잉글랜드연합회는 버몬트, 메인, 뉴햄프셔, 메사추세츠, 

로드아일랜드, 커네티컷의 6 개 주로 구성되어 있다. 9 년전에 그린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김현순 권사의 주축으로 김영남 

권사(무지개교회), 이숙연 집사(무지개교회), 등 몇 분이 모여서 

뉴잉글랜드 연합회를 조직하고 1 대 회장으로 김현숙 권사가 

선출되었다. 

지난 8 년간 찬양제를 통해서  8 개의 교회가 참석하여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고, 매년 여름마다 뉴햄프셔의 Castle Beach 에서 실시하는 연회 

선교학교에 참석하여 영성공부를 하며 각 교회의 친목을 나누고 있다. 

또한 매년 실시하는 선교걷기를 통해서 선교헌금을 모아 전국연합회에서 실시하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   

임원단으로  9 대 회장 손영희 권사(비젼교회), 부회장 정에스더 권사(웨슬리교회), 회계 이경희 권사(무지개교회), 서기 

이강미 집사(비젼교회), 공천위원장 김영남 권사(무지개교회), 자료부장 김지영 권사(북부보스톤교회), 교육부장 이재숙 

권사(북부보스톤교회), 문화부장 이숙연 집사(무지개교회), 공보부장 이현경 집사(성요한교회), 친교부장 서영애 

권사(북부보스톤교회), 영성부장(공석),  연회 코오디네이터 이귀옥 권사(북부보스톤교회) , 등 12 명의 임원들이 봉사하고 

있다. 

 

2016 년에는 성지순례, 땅콩세일, 고추가루 판매를 통해서 선교기금을 마련 할 예정이다.  또한 뉴잉글랜드연합회 에서는 

영성훈련을 통해서 각 개체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개체교회와 연합회와 

전국연합회를 위한 사명자들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글: 손영희 권사, 뉴잉글랜드연합회 회장, 비젼교회) 

 

 
 

About the New England Conference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Network  

 

The New England Conference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Network 

(NEKUMWN) covers the geographical region of six states; Vermont, Maine, New Hampshire, 

Massachusetts, Rhode Island, and Connecticut. The NEKUMW Network is originally founded 

by Hyun-Soo Kim (1st President) of Greenl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nd Young-

Nam Kim and Sook-Yeon Lee of the Rainbow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Starting 

from humble beginnings with only one or two member churches, it has grown to be the 

network which has eight different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s its members. 

From its inception, NEKUMW Network has held an annual choir festival, not only to engage 

in fellowship with one another but also to praise our Lord Jesus Christ.  We have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Mission School, where we learn of the mandate of mission—both 

domestically and abroad. Furthermore, it helps us to grow spiritually by putting our learning into action in the context of the 

impending and ongoing issues.  Since then, we have undertaken many mission projects.  One project, Walking in Castle Beach in 

New Hampshire, raised funds to support Asian Women’s mission and be in solidarity with them. 

I am elected as the ninth President of the NEKUMW Network.  I currently attend the Visi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Watertown, Mass. The officers of the NEKUMW Network are as follows: 

 

 

President:  Young-Hee Son (Vision KUMC) 

Vice-President:  Esther Chung (Wesley KUMC)  

Secretary:  Kang-Mi Lee (Vision KUMC) 

Financial Secretary: Kyung-Hee Lee (Rainbow KUMC) 



Nominating Chair: Young-Nam Kim (Rainbow KUMC)        

Coordinating Chair: Kwi-Ok Lee (North Boston KUMC) 

Resource Chair:  Jee Young Kim (North Boston KUMC) 

Education Chair:  Jae-Soo Lee (North Boston KUMC) 

Spiritual Formation Chair:  TBA 

Racial/Cultural Diversity Chair:  Sook-Yun Lee (Rainbow KUMC) 

Information/Communication Chair:  Hyun-Kyung Lee (St. John KUMC) 

RecreationChair: YoungAeSeo (North Boston KUMC)                                                                          

We are planning to engage in fundraising projects through the 'Holy Land Pilgrim trip', 'Peanut sales', 'Ground Hot Pepper' sales, 

and anything else we can to support missions, both at home and around the globe.  I earnestly pray and desire that every member of 

the NEKUMW Network has a sense of belonging to the global body of the Christian faith, and the communit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and will make wholehearted commitment to Jesus Christ to boldly proclaim the gospel, furthering the Kingdom 

of God on Earth here and now.  

(Written by, Young-Hee Son, President of NEKUMW Network, Vision KUMC) 

 

사순절과 재의 수요일의 의미 

 

(이번호부터 기독교인의 상식과 생활에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시작합니다) 

 

사순절과 재의 수요일의 의미  

오늘은 “재의 수요일”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한줌의 재가 되어 흙으로 되돌아가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인간이 

가진 한계를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날입니다. 

그러한 상징으로 재의 수요일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재’로 만든 것을 얼굴에다 검은 십자가로 표시를 합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 일 동안의 기간을 말하며 성도들은 이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삶, 십자가의 

고난, 부활 등을 생각하며 나의 죄를 애통해 하며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올해는 2 월 10 일 “재의 수요일”부터 3 월 26 일 

부활절 전날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훈련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묵상과 기도을 통해 깊은 영성으로 나아가며 성경말씀을 읽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합니다.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 성찰과 회복이라는 사순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아봅시다. 그럴때 우리들이 

참여하는 주님의 선교사역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What is Ash Wednesday and Lent? “ 

 

Ash Wednesday marks the first day of Lent and its 40 days of fasting and the celebration of Jesus's resurrection from the cross. 

Since it is exactly 40 days (excluding Sundays) before Easter Sunday, Christians may have blessed ash, usually drawn with a finger 

in the shape of a cross, placed on their head in church on Ash Wednesday. Usually this is accompanied by the words: "Remember 

that you are dust,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Ash Wednesday is a good thing to repent of sinful activities, but that’s something Christians should do every day, not just during 

Lent. And it is a good thing to clearly identify oneself as a Christian and to remember that no ritual can make one’s heart right with 

God. This year Ash Wednesday is February 10th. 

Lent is intended to be a time of self-denial, moderation, fasting, and the forsaking of sinful activities and habits. This year Lent starts 



from February 10th to March 26th. We have to participate and celebrate this Ash Wednesday and Lent as Christians.  

 

(Written by, Myungrae Kim Lee, NNKU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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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망 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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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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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sier if we do it together: $1,000 fund raising for NNKU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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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National Network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has held 

the leadership training every two year since 1993. The last event was 

held in September in Nashville, Tennessee. The leadership training was 

made possible by financial support of the Women’s Division and 

donations from KUMW members. Many leaders who received training 

are currently working as pastors, officers at the jurisdictional and 

conference level, and Women’s Division board of directors.  Many 

young Korean American women als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e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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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eautiful story behind the faith in action of one UMW unit.  In 1884, 

Lucidia Baldwin, a member of the Ohio Conference, gave the 

designated offering of $88.00 to be used to educate Korean women in Korea.   She was having a difficult time after deaths of her 

husband, daughter and grandson all at the same time when she heard about the plights of Korean women. She sold her husband’s 

property and gave the offering to the Ohio UMW Conference.  With this offering,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North) was able to send Mary Scranton as its first woman missionary to Korea and started Ewha 

School for Girls in 1885. She can be compared with the woman in the Bible who made the bread with yeast and shared it with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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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embers of the NNKUMw are learning, sharing, and growing together with the leadership training.  We are doing our best to 

bear another mission fruit by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and the Bible Women’s Program abroad.   To be able to achieve our 

goals, the leadership training plays a vital r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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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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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