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교사역 일정 

1 월 15 일(금) – 17 일(토): 전국연합회 임원회 & 수련회 (Los Angeles, CA) 

4 월 16 일(목) – 18 일(토): 몽골 기독여성훈련 & 주일학교교사교육 세미나 

(올람바토우, 몽골) 

4 월 16 일(목) – 18 일(토):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 (우소도베, 카자스탄) 

7 월 6 일(월) - 23 일(목): Young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Korea (Leadership Training – 서울, Peace Seminar – 

DMZ 인제, VBS 사역 – 서산) 

9 월 24 일(목) - 27 일(토): 전국지도자훈련 (스카넷베네센터, 네쉬빌) 

10 월 8 일(목) – 10 일(토): St. Petersburg 기독여성훈련 (St. Petersburg, 러시아) 

 

2015 NNKUMW Mission Schedule 

1/15-17: The Mission Team Meeting and Leadership Training (Los Angeles, CA) 

4/16-18: Mongolia UMC Women’s Leadership Training and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Ulan Bator, 

Mongolia)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http://www.nnkum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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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8: The Central Asia UMW Women’s Leadership Training (Usodobe, Kazakhstan) 

7/6-23: Young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Korea (Leadership Training – Seoul, Peace Seminar – DMZ, VBS – 

Seusan) 

9/24-27: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10-8-10: Russia UMC Women’s Leadership Training (St. Petersburg, Russia)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새해맞이 

2015 년 새해맞이 예배에 다녀와서 

지난 1 월 24 일 토요일에 후러싱 제일교회 여선교회의 한경희 

회장님을 비롯한 10 여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한 새해맞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진눈깨비 내리는 궂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롱아일랜드에 있는 뉴드림 교회까지 안전하게 

운전을 하신 김동섭 권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일이란 다 그렇겠지만 특히 여선교회의 일이란 부엌 담당과 잡다한 잔잔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사소한 것들도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 

자신의 시야를 넓히기 위하여 어떤 학술대회나 강연회 같은 곳을 참석하는 경우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으며 

그저 교회 부흥회나 그것도 검증된 부흥강사나 모셔야 좀 색다른 면을 보는 것 같아 그것으로 만족해 

하는경우도 있음을 봅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자들이기에 현실의 문제가 더 큰 것이 사실이어서, 이렇게 

연합으로 모이는 어떤 모임에는 아예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온 날들 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번 새해맞이 예배에 참석하여 좋은 강사님들께서 우리 생활에 필요한 많은 상식과 조언을 해 

주셨고 또 연합회 임원들의 수고로 진행되는 짜임새 있는 행사와 각기 다른 교회 회원들과의 교류로 또 

다른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되어 참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강미영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와 

장애인들’이란 주제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장애인’이란 

말 대신에‘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써야 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새롭게 들렸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우리와 

똑같은 한 인격체로 대해야 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모기장 보내기 운동을 하느라 저금통도 

만들고 또 우리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선 각 교회부터 



건강한 식단을 짜도록 계몽하며 직접 건강메뉴를 만들어 시식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러한 모임에 많은 감리교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하여 혜택을 받았으면 하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과거 

많은 나라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미연합감리교 여선교회가 특히 우리나라 여성교육에 앞장서서 배움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가 좀 더 넓은 세계를 행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각 교회 담임 목사님의 방침에 따라 말씀대로만 교회 생활을 하면 되겠지만 빨리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의식과 습관화된 교회 생활에서 벗어나 깨어나서 주님께서 주신“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란 말씀대로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진정한 자유를 체험하는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어 각자 

섬기는 제단과 사회에서 남보다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든든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글; 이경숙 권사,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후러싱제일연합감리교회) 

  

 

2015 New Year’s Worship Service 

I thank God for giving us an opportunity to attend the New Year Service of the 

New York Conference KUMW. Ten of us from the First UMC in Flushing, 

including our local church UMW president, participated in the worship service. 

I also thank our church lay leader, Dong Sup Ki who drove us in the midst of 

wintry weather to the New Dream KUMW in Hicksville, New York. 

When I think about being a member of KUMW at a local church, it means that 

there is a lot of work involved in the kitchen and in many other areas, so many 

church women feel somewhat burdensome. Also as immigrants, we are more 

focused on our present daily survival situations, which lead us to miss many 

opportunities to grow and broaden our perspectives. 

The New Year’s Worship Service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KUMW of 

various churches to come and worship together, and enjoy fellowship as a one 

body of Christ. 

I learned much about people with disabilities from the guest speaker whose sermon topic was “The Church and 

People with Disabilities.” This topic is not much discussed in my church, but it is important to be aware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a part of the faith community. I learne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is the proper 

way to address them rather than ‘disabled people’. We are to treat them in the same way as we want to be 

treated by others, which is something I never thought about. 

After worship, we got together around tables to make piggy banks to collect coins throughout the year. The 

funds will purchase mosquito nets to help prevent malaria in Africa. 

We also had other guest speakers who introduced us healthy meal plans. They provided many options to create 

healthy lunch menus for church members. We had the opportunity to taste healthy food which was prepared 

right in front of us. 

I thought it would be a good thing for KUMW to attend meetings held by National Network of KUMW to benefit 

not only ourselves but also the faith communities to which we belong. 



The mission work of UMW has influenced many nations. UMW’s Mission work influenced education of women in 

Korea, beginning many years ago and it opened up a better world for us. It is my hope and prayer that the 

KUMW’s mission work will also provide women around the world with similar benefits. 

I hope that KUMW from each local church will step forward to participate, learn, experience and grow together 

to make not only KUMW but also our faith communities better. Together we will grow out of old habits and old 

ways of thinking to experience freedom, as Jesus said,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I sincerely hope and pray that we will be equipped to be the true followers of Jesus Christ. 

(Written by Kyung Sook Lee, NY Conference KUMW Network, The First UMC in Flushing)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새해맞이 

2015 년 새해맞이 예배를 준비하며… 

작년 1 월 이맘때쯤, 우리 주사랑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기대와 설렘으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평소에 입지않던 한복을 오랜만에 곱게 차려입고 

남가주 연회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새해맞이 

예배에 특별 헌금송을 드리기 위해 아름답고 분주한 

발걸음을 시작하였습니다.  먼길을 달려 LA 

연합감리교회에 도착하였고, 처음 도착부터 예배의 모든 순서 순서마다, 그리고 맛있게 준비한 점심 

식사까지~~ 모든 것들을 통해 정말 정성껏 준비한 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함께 동참할수 있음에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로 한해를 시작할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음해, 2015 년도에는 새해맞이 예배를 우리교회에서 준비해야하는 여선교회 회장으로서 오는 

걱정과 부담감이 마음속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에서 새해맞이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교인들은 “연합회 일이나 큰 행사를 치뤄 본적도 없고 인원수도 많지않은 우리 

교회에서 그 큰일을 감당할수 있을까?” “우리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인 부분과 그 행사에 참여하여 

봉사해야 하는 손길도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그 많은 인원을 감당하고 무사히 마칠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선교회 회장직을 맡게 된 저 또한, 사람들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해야한다는 것에 

익숙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성격이라서, “내가 정말 잘 할수 있을까?” 하는 나만의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알기에 전년도 회장인 니콜 집사님을 

중심으로 임원들이 모여 기도하고 회의하며,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고 우리가 할수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며 일을 진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하는 

여러가지 중에서 가장 큰 부담으로 왔던게 점심식사 준비였습니다,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과제는 



우리교회 형편상 함께 모여 음식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리하여 의논을 한 결과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도시락을 주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점심이 해결되고 나니 다른 모든 과정도 회원들 각자 

한가지씩 분담하기로 하며 쉽게 해결되었습니다.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것을 준비해 주셨으며 또한 할수있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밤낮으로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목사님 사모님께 감사드리고, 작년 12 월말에 제가 

한국에 가야하는 사정때문에 제가 해야할 일까지 

모두 맡아서 수고해 주신 니콜집사님, 개인 

비지니스도 뒤로 미루시고 교회 청소와 방송 

시스템을 준비해 주신 정찬기 권사님과 문성진 형제, 

몸이 아프고 바쁜 중에도 음식외 전반적인 준비를 

해주신 정미정 집사님, 그외 테이블 세팅과 주차 

요원으로 몸을 사리지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남선교회 회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우리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신 

여선교회 회원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적은 인원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200 명 이상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은혜가운데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행사를 통하여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의 조력자와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좁은 지식과 경험으로 미리 걱정하고 염려했던 믿음이 

적었던 제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감당케 하시고 또한 모든일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며, 

2015 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있는 우리 여선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김경혜 집사,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주사랑교회 여선교회 회장) 

 



In Preparation of 2015 New Year Celebration Worship… 

 

About this time January of last year, the Joosarang UMW members got up early in 

the morning full of expectation and excitement. We dressed up in Hanbok, which 

we haven’t worn for a long time, and since we were going to sing a special anthem 

during the offering, we hurried to the New Year Celebration service organized by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UMW Network (SCKUMWN). 

We arrived at the Los Angeles UMC after a long drive. From the beginning, 

through the worship service and the delicious lunch, in everything, we were able 

to feel their hard work and the effort in preparing for the event. I was also very 

proud that I could participate as one of the SCUMWN members. I praised God for 

letting me start a new year with such a beautiful and holy worship service. 

Then, the worry and pressure started to build up in me since I was president of the church UMW unit that had to 

prepare all of this next year. When we first heard that our church was chosen to host next year’s New Year 

Celebration worship, we were overwhelmed with concerns: Could we really manage such a big event at such a 

small membership church when we’ve never hosted the SCUMWN before? What about the financial burden? We 

don’t have many who can help. Will we really be able to finish the event well while managing so many 

participants? 

Since this is my first time as president of our church UMW unit, I had my own worries. I am not comfortable with 

taking the lead and I don’t like it either. I was asking myself, “Can I really do well?” However, I knew that it is not 

my power or ability that fulfills the task. With prayer, by getting rid of the thought that we need to do this really 

well, by encouraging each other to do our best, and by asking God for wisdom, the officers gathered together 

and held a meeting with the support of Nichole, who served as the president before me. Then we started to 

make progress. Preparing lunch was the largest burden among our many tasks. In our church situation, it was not 

easy for us to make food together. After a discussion, we decided that catering lunch boxes was our best 

solution. After that, all of the other issues were easily 

resolved since everybody volunteered to take a job in 

the other tasks. I’ve learned that God helps us to achieve 

good through cooperation, gives us wisdom, provides us 

with everything, and teaches us that we can do it. 

I thank my pastor and his wife for praying for us day and 

night and for helping us. I thank Nichole who had to 

undertake my job while I was visiting Korea at the end of 

last December. I thank Chang Ki Chung and Sung Jin 

Moon who put their business aside to prepare the 

microphone system and clean the church. I thank Mee 

Jung Jung who was not feeling well but prepared the 

food in spite of her busy schedule. I also thank the UMM members who helped to set up tables and take care of 

the parking lot. Most of all, I would like to thank the members of our church UMW unit who contributed 

financially to the event. Thank you all! I love you! 

I thank and praise God that a small church such as ours could host the event, handling more than 200 people so 

gracefully. I once again experienced the God who is always with us as our helper and dependable supporter. With 

my limited knowledge and experience, I worried and lacked in faith, but God, through giving me Godly work, 

made me realize that He is the one leading and guiding us. I want to be a faithful servant who obeys his word and 

diligently serves the given duty. Also in 2015, I pray that our church UMW unit follows God’s will and does His 



pleasing work. Thank you! 

(Written by Jung Hae Kim, Southern California KUMW Network, Joosarang UMC) 

고 이병형 집사님을 추모하며 

작은눈빛으로 미소 지으며 반겨주시던 집사님을 이제는 못 뵙게 되었습니다. 

자상한 목소리로 늘 질문하시며 묵묵히 도와주시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전국지도자 훈련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새벽기도회를 준비해 주시고 

프로그램에 지장이 없도록 쉬지않고 챙겨주시며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자상하게 챙겨주시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전국지도자 훈련을 모두 끝내고 참가자들이 비행기 

시간에 마쳐 공항으로 달려가면 총무가 정리해야하는 

짐들이 걱정되어서 가지 않으시고 무거운 박스들을 

혼자서 차에 실으시고 함께 가셔서 일일이 부쳐주시던 집사님이 생각납니다. 

해박한 지식과 평신도로서 신학책을 많이 보시고 토론을 좋아하셔서 밤 늦도록 대화하던 시간들도 

생각납니다. 그러던 어느날 건강하셨던 집사님께서 갑자기 뇌종양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투병하시면서도 유우머로 찾아간 우리들을 즐겁게 해 주셨지요. 마지막 

방문때 만약에 회복되시면 예쁜 교회를 짓고 싶다시며 저희 교회 건축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물으셨지요.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시지 못하며 식사를 잘 못하시는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외에는 해 드릴 것이 없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집사님 곁에서 지난 3 년간을 정성껏 간호해 오신 부인 이경신 장로님을 의지하며 두분이 함께 한 투병의 

시간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이경신 장로님께서 전국연합회 회장을 하실 때 열심히 외조를 해 주셨던 

그 모습은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임종예배에서 목사님께서 베푸시는 성만찬을 맛있게 드시고 마지막 눈물을 흘리셨다는 장례예배 

설교말씀을 통해서 이성으로 믿으셨던 주님을 가슴으로 영접하시고, 주님의 손을 잡고 영원한 나라로 

떠나신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헌신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는 만나뵐 수 없지만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은 집사님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저희들도 집사님을 만날 것을 기약해 

봅니다. 

죽음은 영원한 치료라고 하지요. 이제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하실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을 걱정하지 마시고 평안히 안식하시길 기도합니다.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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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93 년부터 2 년마다 전국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9 월 말에 

네쉬빌에서 전국 지도자훈련을 가졌습니다. 지난 13 년간 전국 지도자훈련은 미국 여성국에서 훈련 비용을 

지원하였고, 한인여선교회 회원 중에서 장학금을 보내주셔서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지도자로 

양육하는데 기여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국 지도자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여선교회 회원들 중에는 여성 

목회자, 지방회 & 연회 임원, 여성국 회장 및 이사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또한 2 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 1 세 한인여성들과 함께 지도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여선교회의 선교의 열매인 한인여선교회의 놀라운 발전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 속에서 한 

여선교회의 믿음의 실천이 낳은 아름다운 선교 역사가 있었습니다. 1884 년 오하이오 리벤나지방에서 

리벤나 감리교회를 다니던 루시디아 볼드윈 은 여선교회 회원으로서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을 위해 

복음과 교육 사역에 써 달라고 $88 을 지정헌금을 하였습니다. 당시 볼드윈은 남편, 딸과 손자를 한꺼번에 

잃고 인생의 큰 절망에 빠져있다가 한국 여성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없이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연회 여선교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 헌금으로 매리 스트랜튼이 북감리회 

여선교회에서 최초의 평신도 여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파송을 받고 1885 년 이화학당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8 은 당시 매우 큰 금액으로 볼드윈은 마치 성경에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어 

이웃과 함께 나눈 여성과 같습니다. 볼드윈이 한국 여성들을 위한 헌금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오늘날 

한인여선교회를 만들어 내었다고 볼 수 있기에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은 선교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전국 지도자훈련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여 국내에서 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여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는 전국 지도자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제는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2007 년부터 여성국의 도움없이 전국 지도자훈련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5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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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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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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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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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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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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