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한희 회장 새해인사 

  

2015 년 새해를 맞이하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감사하게 되는 것은 부족한 저를 계속해서 쓰시고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더구나 전국에 계신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과거에도 또 앞으로도 계속 될 선교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사람들이, 특별히 이세상 모든 여성과 아이들이 평등하게 평화롭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나누는 선교, 그 원대한 꿈의 대열에 함께 

한다는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지난 2014 년에도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특별히 전국에 계신 우리 회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 함으로 우리 연합회 총무가 병마를 이기며 치유받는 기도의 

능력도 체험했습니다. 함께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하면 새로운 역사를 쓸수 

있습니다. 

지금도 각 지역에서 맡은 바 몫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선교회 회원들을 생각하면서 그 

값진 수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고가 더욱 큰 결실을 맺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2015 년에는 요셉과 같이 함께 꿈을 꾸고 드디어는 꿈을 이루는 우리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우리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과 가정 위에, 기쁨과 축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글: 이한희 권사, 전국연합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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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Year Greeting 

First I would like to thank God for allowing us to receive a new year 2015.  

As the years go by, what I am most thankful to God for is that His Grace continues to use me in spite of my many 

weaknesses for His purpose.  

Moreover, it is God’s grace and blessing that I was able to take part in mission work along with other Korean UMW 

members across the country.  It is our privilege to dream and to work for a future where all people, especially women 

and children around the world will live equally and peacefully.  

There were many things to be thankful for in 2014.  I am especially thankful for the recovery of Myungrae Kim, the 

director of NNKUMw.  This is the result of prayers from all members throughout the nation.  That’s right.  When we 

come together with one heart and one mind, we can write a new history.  

As I write this welcome letter, I think about all the members who have put their valuable efforts in their respective 

regions, and I give my sincere thanks.  I hope our efforts will lead to more fruitful results, so let’s continue to march 

forward with prayers to achieve the God given dream. 

Like Joseph, the dreamer, I wish for NNKUMw to continue to dream together and to achieve those dreams in 2015.  

I wish the Grace of joy and blessings are upon our NNKUMw in the New Year.  

(Written by Han Hee Lee, NNKUMw President) 

 2015 전국연합회 임원회및 수련회 

 

2015 년 전국연합회 임원회 및 수련회를 다녀와서…… 

소풍을 앞둔 소녀의 마음이 이러할까, 떠나기 며칠 전부터 날씨를 

체크해보고 짐 꾸리기를 여러 차례 반복하는 소란을 거치고 이내 

전날 밤은 하얗게 지새우다 설렘 가득 상기된 얼굴로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로 향한다.  믿음의 선배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이 

주는 좋은 기운이 가져다 줄 좋은 변화를 기대하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다.  

2015 년 1 월 15 일-17 일까지 개최된 전국 연합회 임원회 및 

수련회는 매년 1 월에 전국에 흩어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정을 

갖고 달려가는 전국연합회 임원들 25 명이 모여 영적 재충전과 

일년의 선교 계획을 세우는 은혜롭고 신선한 모임이다.  

이산가족 상봉이 이보다 더 애틋할 수 있으랴, 마주한 순간 함성이 

오가고 이내 부둥켜 안으며 반가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우리의 

환호성이 LA 공항에 가득한 순간 나는 실감한다. 20015 년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정기임원회가 시작되었음을… 

 100 여 년 전 한국에 뿌려진 선교의 시작을 되새겨본 개회 예배를 통해, 나는 어떤 선교에 동참할 것인가, 그리고 

전국연합회의 선교의 방향은 어디어야 하는가를 묵상하였다. 암울하기만 했던 구한 말 여성들에게 한줄기 빛처럼 찾아든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그 사랑을 나누어 선교의 빚을 갚을 때이다.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의 이유를 찾는 대목이기도 하다.  

10 개의 연회 중 록키마운틴연회를 제외한 9 개 지역의 연회가 참가한 이번 임원회에는특별히 웨스턴 오하이오주가 처음으로 

함께 했다. 규모가 작은 연회들의 힘든점을 토로하며 함께 정보를 교환하면서 웨스턴 오하이오주의 발전을 격려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전국연합회 임원회 및 수련회는 매년 1 월에 이뤄진다. 세번 연속 임원회를 치르는 남가주연회의 철저한 준비로 모든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작년 활동과 금년의 계획들을 발표하는 시간에는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 고쳐야 할 부분들을 찾아 

계획을 수정하기도 한다. 상대적으로 큰 행사를 치르는 다른 연회를 보면서 우리 연회도 할 수 있다는 도전을 받는 

시간이기도 하다.  

LA 에서 드림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면서 

한인연합감리교회총회 총회장이신 이성현목사님의 인도로 진행된 

연합감리교회 총회의 사역과 비전 시간에는 동성애가 한인교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 한인 선교구 이후 교회개척, 한인목회자 

안수문제, 한인 평신도의 직분제도, 타인종목회자와 여성 

교역자들과 한인 총회와의 관계에 대한 미래준비위원회의 계획들을 

들어보았다. 그 중에서도 현재 연합감리교의 긴급한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임원들의 찬반의견을 들어보며, 앞으로 

동성애에 대한 진보적 의견이 수렴될 때 한국교회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2015 년 전도부인 사역의 특별함은 중앙아시아 선교이다. 이미 

답사를 마친 카자스탄 우도소베 4 월 선교에 대한 논의와 특별히 

모스크바의 고려인 감독요청으로  St. Petersburg 와 모스크바 지역 선교를 위해 답사가 있을 또 다른 계획도 들어보았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북아시아 그리고 모스크바, 전국연합회의 확장되가는 선교의 지경을 확인하며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그려지는 가슴 벅찬 시간이었다.  

올 9 월에는 테네시 내쉬빌에서 전국훈련이 있다.  2 년 전 전국훈련에 대한 간단한 평가화 함께 보다 나은 지도자훈련을 

위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 각자 맡을 부분들을 결정하기도 했다. 지도자훈련을 통해 각자에게 잠재되어 있던 은사와 

재능들을 모두 토해내는 시간, 축제의 한마당을 준비하는 손길은 분주했다.  

훈련을 통해 배운 것을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터전인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을 서로 다짐하며 폐회예배로 마침을 

맺었다.  메시아를 만난다는 것, 그것은 교회 안 섬김 속에서 이뤄진다. 메시야를 앞에 두고도 ‘언젠가 메시야를 만나면 

물어봅시다’라고 미루는 사마리아여인이 되지말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지금에 충실한 여선교회원, 내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을 소원해본다.   

(글: 이미숙 집사,  북조지아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My Experience at the 2015 National Network of KUMW Officers’ 

Training. 

Feeling like a little girl with butterflies in my stomach, I repeatedly 

checked the weather forecast and packed my bags several days 

before my actual departure for Los Angeles, California.Filled with 

anticipation, my footsteps were light from the faith of my seniors 

and fellow co-workers that brought about a good spirit of change.  

The 2015 National Network of KUMW Officers’ Training took place 

from January 15th to 17th. Every January, NNKUMw officers from 

across the nation assemble together with their passionate callings 

to bless each other through spiritual encouragement and share their 

ministry plans for the year.  

The warm welcoming we received once we arrived at the LA airport could be more or less compared to a great big 

family reunion.  At that moment I realized that the 2015 National Network of KUMW meeting had just begun. 

Through the opening worship service I learned and figured how we paid back for the love we had received from 

mission work 100 years ago. Of 10 networks, with the exception of the Rocky Mountain, the West Ohio was one of the 

9 regions that participated in this year’s retreat for the first time. We exchanged information together and set apart a 

time of prayer for the development of West Ohio Network.  

The NNKUMw Officers’ Training takes place yearly in the month of January. The past three consecutive retreats were 

carried out smoothly due to the thorough preparation and planning done by the Southern California KUMW 

Network.  After observing how another Network successfully organized such a big event, I felt challenged to do the 

same with our Network.  

Reverend Sung Hyun Lee (senior pastor of Dream KUMC in LA) led the class about multi issues. We had wonderful 

time to think and discuss the impact to Korean Church with those issues: the special part about the 2015 evangelism 

ministry was the mission in Central Asia. Seeing the 

National Network partake in missions in Southeast Asia, 

Central Asia, Northeast Asia, and Moscow made 

us  imagine the aroma of Christ permeating all the lands 

where our feet have touched, which created an 

overwhelming feeling within our hearts. 

This September, the NNKUMw National Training Event will 

be held in Nashville, Tennessee. We discussed plans for 

the event this fall. 

Then we returned to our individual churches with the 

knowledge we have gained from the training. 

Do not be like a Samaritan Woman waiting to meet the 

Messiah to ask your questions when He is right in front of 

you, but look to Christ who is in front of you and be a faithful woman. I wish that I become a good Christian and a 

good church member who is devoted to Christ and waiting for His will . 

(Written by Misook Lee, NGKUMW Network, President)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신년예배 



  

  

북조지아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2015 년 신년 예배는 

아틀란타 베다니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1 월 11 일 주일 

오후 2 시 30 분에 있었다.   

이날 예배에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임마누엘 연합감리교회, 

아틀란타 베다니 한인연합감리교회, 슈가로프 

한인연합감리교회 등의 여선교회원들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새로운 한 해에 

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특별히 말씀시간에는 기존의 말씀 선포 대신 ‘섬기는 

지도자들’ 이라는 제목 아래 성경 속의 여인들, 마리아, 룻, 

뵈뵈, 에스더 등의 개인 신앙을 role play 로 말씀을 나누며 

나는 어떤 지도자인가를 묵상하며 도전을 받았다. 

이춘희 사모님 (아틀란타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의 UMW 

역사와 역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고 이미숙 회장님 

(아틀란타 베다니 연합감리교회) 의 내년 선교 계획과 

목표를 들었다.  

새해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2015 년 에도 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어려운 지역의 여성들을 돕고 

지도자들을 교육하는데 더 큰 보탬이 되고자 북조지아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했다.  

(글; 김미리암, 북조지아연회 Language Coordinator) 

 

  

 N. GA KUMW Network  New Year’s Service 

On Sunday, January 11th at 2:30 PM, the NGUMW  New Year’s Service was held at the Atlanta Bethan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SugarHill, GA.  Many  KUMW members from Immanuel KUMC, Korean KUMC, Atlanta Bethany 

KUMC and Sugarloaf KUMC gathered to give thanks to 

God for the previous year and establish their 

resolutions  for the New Year. 

For this service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conducted a 

new style of sharing the gospel of God.  Rather than 

having a traditional, lecture-like sermon, these women 

played roles and read selections of scripture regarding 

various women of the Bible including Mary, Ruth, Phoebe, 

and Esther. 

Chunhee Lee of Atlanta Bethany KUMC presented the role 

and history of UMW.  Afterwards, Mi sook Lee, president 

of NGKUMW Network, presented the goals and plans for 

the New Year. 

The New Year is a gift from God.  Members of the 

NGKUMW Network gave encouragement and prayed for 

the sake of service and mission work to help fellow sisters in underdeveloped Asian countries over the course of the 

year 2015. 

(Written by Marian Kim, Language Coordinator of NGUMW)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신년예배새로운 시작은 우리의 기회..... 

 

2015 년의 한 주간이 지나가는 화창한 1 월이다.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첫 모임을 위하여 개체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의 발걸음이 버클리 한인연합감리교회로 

모아졌다. 

언제보아도 반갑고 정다운 우리들이다. 낯익은 얼굴들, 처음 

뵙는 회원들... 모두 서로 서로를 기쁨으로 맞이하며 새해 

인사와 함께 우리의 자리는 만남의 감사와 즐거움의 생기로 

가득차 있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새로워진 우리의 삶,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거룩한 주님을 높이며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를 찬양하리라를 찬송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의 찬양은 아름답게 성전에  

     울려 퍼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우리들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시간이었다. 

버클리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혁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 42-47 의 말씀으로 “마음을 같이하여”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셨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러한 인사가 가득찬 2015 년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됨의 깊은 

뜻을 깨우쳐 주셨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말씀이 우선이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일때 비로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있다고 지적해 주셨다.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되는 길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만들어지는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들의 마음에 심어 주셨다. 

예나 지금이나 마음을 같이하기란 쉬운일이 아니다. 심지어 

가정이라는 두사람의 공동체에서도 이 일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한다. 서로 다른 소리의  많은 

악기가  조화를 이룰때 탄생하는 교향곡을 예로 

들어주시면서 문제를 주시하기보다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다. 

이 시대의 기적과 참된 교회 성장은 “마음을 같이하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가 이 귀한 말씀에 뿌리를 내려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가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모든 

회원들이 하나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2015 년을 바라 보았다. 

새로운 사도행전을 통하여 놀라운 성장을 간증하는 미래의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를 마음 속에 담게 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감사와 도전과 결단의 시간이 지나자 맛있는 점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풍성한 식사와 즐거운 교제의 시간 속에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며 다음의 일들을 계획하며 내일을 약속했다. 

우리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모든 회원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연합회의 행사가 

주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2015 년을 선포한다! 

(글: 최만금 권사, 북가주 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New Year, New Start, New Opportunities … 

On a sunny day in January, the NKUMW members gathered together at Berkele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for 

the very first meeting of 2015. As we shared our greetings and New Year's wishes with one another, the place soon 

became lively, filled with joy and gratitude. We began by praising the Lord, our voice echoed in the chapel beautifully, 

and our hearts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God blesses, God loves, and God welcomes.” With warm greetings passed among the members, Rev. Kwon began 

the first service of this year. Through his sermon on the “Fellowship of the Believers”, from Acts 2: 42-47, we were 

reminded of the importance of being of “One mind” in doing the work of God. 

He pointed out that in order for us to be closer to God as a believer, church, and community, His Word should always 

be the center of lives. When we deeply identify ourselves with God's Word and when it becomes so vivid and real in 

our lives, we can finally be “One”through blessing of the 

Holy Spirit. 

Being of “One mind” is truly difficult. Even for two people 

to be ‘One’ once they get married is challenging.  How 

challenging would it be to become ONE as a whole 

community?  Rev. Kwon used the analogy of an 

orchestra.  Just like many different musical instruments in 

an orchestra performs great symphonies in harmony, we 

should also accept that everyone is different and try to 

work together in harmony. 

Through the sermon, we learned that true miracles and 

growth of churches in this world can only happen through 

“being of ONE mind.”  We now look forward to 2015 where 

we can all be ONE in doing God's work together. 

We're very thankful for Rev. Kwon who planted a vision in our hearts to foster amazing growth of NKUMW as it was 

shown in the testimony of the Acts. 

After we shared the time of expressing our gratitude, challenges, and renewing our commitments, we planned our 

future events and continued our talks over lunch fellowship. 

I’d like to bless all NKUMW members a wonderful 2015 and hope that all our good works, done in “ONE mind”, will 

glorify our one and onl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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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수련회및 화해사역 

   

화해사역 세미나를 참석하고.. 

 

지난 1 월 17 일 토요일 날도 화창한 토요일 아침 

상항연합감리교회에서 80 여명의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모였다.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의 박희선 권사님과 강애란 

권사님은 김혜신 자매의 반주와 은혜로운 찬양으로 

우리를 한마음으로 인도하였고 역사가 오래된 교회인 

상항연합감리교회의 송계영 담임목사님의 기도와 강사의 

소개로 화해사역 세미나 일정이 시작되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목회 강화위원회 사무총장인 장학순 

목사님은 멀리 뉴욕에서 오셔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생기는 갈등이나 배우자와의 소통이  안되는 

점이나 자녀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등 우리들의 

관계가 행복을 좌우한다고 하셨다. 

인간 관계의 갈등을 이해하고 극복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갈등이 기회가 되는 양날의 검같은 것이라고 하셨다, 

뒤이어  선교국(GBGM)의 김한성 목사님은 용서에 관한 제목으로 용서는 나에게 주는(for-give) 값비싼 선물이라고 하셨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에 깊이 동감되는 말씀도 해 주셨다. 

화려한 삼중창단이라는 수식어가 어울리는 청년 선교사들의 찬양을 은혜롭게 들은 후에 상항연합감리교회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만두국으로 훌륭한 점심을 한 후 권경인 교수의 삶을 회복시키는 화해의 기술이라는 명강을 

들을 수 있었다. 

권경인 교수는 감정의 오해와 감정의 위력, 감정의 속성들을 설명 해 주었다.  삶을 회복시키는 감정, 신념, 관계와의 화해에 

관해 학술적인 내용을 쉽게 해 주심으로 여선교회원들이 시간가는 줄 모르는 귀한 강의에 감사를 드렸다.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수고하는 최만금 권사님의 인사와 주기도문으로 5 시간에 걸친 화해사역 

세미나를 마쳤다. 

 

(글:  윤행자 권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 한인코디네이터,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 

 

 

  

After attending the KNUMW the seminar … 

The Cal-Nevada Korean UMW Network, in a joint effort with the Korean UMC Caucus, held a seminar on 

“Reconciliation” at the San Francisco Korean UMC on 

January 17, 2015. 

On a warm Saturday morning, 80 some people, including 

NKUMW members, pastors and a praise team gathered 

at the church. Seminar began with praises led by 

members from Santa Clara KUMC, followed by an 

invocation by Rev. Gae Young Song, and an introduction 

of the speakers and topic of the seminar. 

The first speaker, Rev. Hawk-soon Chang, an Executive 

Director of GBGM from New York, began by sharing 

issues such as: 

1. Why are there so many conflicts among church 

members? 

2. Communication problem between spouses and what 

can be done to restore the relationship before it’s too 

late. 

3. How to communicate with children effectively. 

Rev Chang stressed that the most important thing in our lives is relationship and the degree of happiness can be 

measured by the relationships we have. It presents a huge challenge to gain understanding and resolve our 

complicated and entangled relationships. 

An important insight offered by the second speaker, 

Rev. Han-sung Kim from GBGM, was the concept of 

“FOR-GIVE”, meaning, forgiveness is giving the most 

expensive, precious gift you can offer. Person who 

can forgive somebody is also the one who can love 

themselves most.  

For a change in pace, we took a break from the 

lectures and had a chance to hear the three youth 

missionary singers who blessed us all with their 

anointed praises. We were then treated to a delicious 

meal of soup and rice made by the SF KUMW 

members. 

The third speaker, professor Kyeung-Hee Kwon, gave 

us a talk titled “Communication Skills for Life, 

Restoration or Recovery.” She cited the story of 

Joseph from Gen 45:1-15 to illustrate her teachings. Prof. Kwon had the gift of explaining a challenging subject of the 

process of restoring the emotion, faith, and relationship, in a way that was easily understood. 

On behalf of the KUMW members, President Man Keum Choi expressed gratitude to the three speakers and thanked 

everyone for participating in a rather long yet informative and blessed event. 

  

(Written by Hangja Yoon, Cal-Pac Conference KUMW Network, Language Coordinator, Okland KUMC) 

2015 년도 독서소개 

  



“독서프로그램은 믿음을 행동을 옮기게 한다” - 2015 년 한국어 선정 도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140 여 년이 넘는 세월동안 기도하고, 배우고, 

행동하면서 선교에 참여해 왔다. UMW 의 독서 프로그램은 여선교회가 5 분야에서 1 권씩 

선정된 책 5 권을 매년 읽는 것이다. 독서프로그램의 목적은 5 분야의 좋은 책을 통하여 

새로 알고, 배우고, 깨닫고, 그래서 믿음을 삶으로 살면서 실천하기 위함이다. 매년 

선정되는 5 권의 책들은 읽고 난 후에는 행동으로 실천하게 도와준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말하는 5 분야는 다음과 같다: 선교 교육, 리더쉽 개발, 공동체 양육, 사회 

참여, 그리고 영적 성장이다. 책은 연합회에서 혹은 각자가 책을 구입해서 읽을 수 있다. 

2015 년에 읽을 독서 프로그램의 한국어 책들은 다음과 같다. 

(글: 한영은 전도사, 전국연합회 독서부장) 

  

  

 성장(Spiritual Growth) 센터링 침묵기도 

관상 기도 입문서. 관상 기도는 하느님이 시작하고 이끄는 대화다. 우리가 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과 연합하는 일치의 차원으로 인도되며, 우리가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힘을 경험한다. 관상 

기도에 관한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을 새롭게 하여, 가톨릭 신자는 물론, 기독교 신자에게도 도움을 준다. 

 

  

  

  

사회 참여(Social Action) 춤추는 평화 (홍순관 가수) 

자연과 놀고, 사람과 놀고, 역사와 놀고 노래와 놀며 캐낸 평화 이야기. 평화를 관념으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평화란 바로 우리 일상의 곳곳을 아름답고 바르게 바꾸어가는 일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늘, 

한가로움, 어떤 바람 등을 통해 깨닫는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예술을 통해 상상력으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등 평화로 꿈꿀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전하고 있다. 33 명의 지성인이 전하는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수록하였다. 

 

  

  

선교 교육(Mission Education) 바에니 쑤웅아/ 거룩한 희생 

이 책은 김종희 대표가 두 달간의 현장 취재 및 인터뷰를 통해 골조를 세운 글에이여호수아 선교사가 살을 

입혀 완성했다. 두 사람의 치열한 소통과 속 깊은 교제가 없었다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감동 스토리다. 

 

  

  

  

 

공동체 양육(Nurturing the Community) 기후 붕괴, 생명을 살리는 교회- 환경교육 

기독교교육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교육교회'에 '생명을 살리는 환경교육'이라는 주제 아래 2009 년 한 해 

동안 연재했던 내용을 모아 엮은 것이다. 본문은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독교 환경교육', '살림을 위한 제언', 

'병든 지구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의 3 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지금껏 행해온 자연에 대한 폭력을 멈추도록 노력할 것을 바라는 저자의 바람을 담고 있다. 

 

  

  

 

지도력 개발(Leadership Development) 아웅산 수 치의 평화 

군부 독재에 맞서 싸웠던 민주화운동의 어머니 아웅산 수치의 이야기. 비폭력•불복종 운동의 상징이자 

미얀마 민주화 운동을 이끈 아웅산 수치의 삶을 조명한 책이다. 버마 독립 영웅의 딸로 태어나 민주화를 

향한 그녀의 ‘대장정’, 결혼, 가택연금 중에 수상한 노벨평화상과 남편의 죽음 등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미얀마 국민의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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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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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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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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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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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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