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장인사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님들께, 

 

희망과 기쁨이 가득찬 2016 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도가 응답 받는 2016 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올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새해는 ‘아직 열어보지 않은 선물’이라고 한 어느 선배님의 말을 

생각하면서 이 2016 년 도에는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까 희망이 찬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2016 년에는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을 이 세상에 나누고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키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시편 1 편에 ‘복이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고와 행동으로 겸손하게 또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즉 복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실천적으로 얻는 열매라고 합니다. 이 해석은 여선교회의 전통과 역사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주님의 축복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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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으로 이 세상에 평화와 많은 선의 풍성한 열매를 가져오는 복된 

2016 년이 되기를 기도 합니다. 

2016 년에도 하나님께서 국내와 해외에서 진행될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선교와 

사역들을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굳게 믿습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동역자이신 여러 회원님들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신 귀중한 선교와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글: 김리자 권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NJ 아콜라연합감리교회) 

 

 
 

Dear members of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A Happy New Year! 

May the New Year bring you many joys and blessings 

to celebrate! 

I sincerely hope that all your wishes and prayers will 

be fulfilled and answered. 

A dear friend of mine once said ‘a New Year is like a 

gift that is not yet opened.’ With that in my mind, I am 

wondering what kind of presents and blessings the 

Lord is going to give to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this year. 

In 2016, I would like to see NNKUMw taking an active role in spreading the blessings that Jesus 

taught us in the Beatitude and sharing them with the world to expand the kingdom of God on this 

earth. 

In Psalms 1, the Lord tells us blessings are being obedient to God’s Word with righteous thoughts 

and actions in humility and faith. In other words, blessings are not static, but dynamic in nature. 

They do not come to us automatically, but they are fruits of our actions. This interpretation of 

blessings is very becoming to the tradition and history of United Methodist Women. In 2016, 

NNKUMw, with the Lord’s blessings, will work as peace messenger for the world and reap many 

fruits by putting our faith, hope and love into action. 

May the Lord bless NNKUMw in our ministries abroad and domestic! 

Dear mission partners of NNKUMw, I ask all of you to participate in our ministries actively and 

show your enthusiastic support, in prayers and actions, for the Lord’s plans that are entrusted in our 

care. 

(Written by Lija Kim, President of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Arcola 

KUMC, NJ) 

 

 2016 년 전국연합회 새임원단 



 
2016 년-2017 년 전국연합회 새 임원단 보고 
 

(2015 년 9 월 27 일 네쉬빌 스카렛베넷센타에서 

실시된 전국총회에서 선출된 새 전국연합회 

임원들은 2016 년 1 월부터 2017 년 

12 월까지 2 년동안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회장: 김리자 권사 (아콜라한인연합감리교회, 뉴저지연회) 

부회장:권오연 전도사 (미드허스든한인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 

서기: 손미애 권사 (윌셔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연회) 

회계: 박나미 권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연회) 

공천위원장: 이한희 장로 (윌셔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연회) 

재정부장: 이경신 장로 (와싱턴한인교회, 매릴랜드연회) 

영성부장: 송은순 사모 (델라웨한인감리교회, 델라웨어연회) 

선교부장: 김경숙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사회부장: 한충희 권사 (뉴저지연합교회, 대뉴저지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자료부장: 최만금 권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회원양육부장: 이혜자 권사 (뉴저지연합교회, 대뉴저지연회) 

역사부장: 이미숙 집사 (아틀란타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북조지아연회) 

문화부장: 이귀옥 권사 (북부보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뉴잉글랜드연회) 

교육부장: 이춘희 사모 (아틀란타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북조지아연회) 

홍보부장: 김시춘 권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북가주연회, Web-Site 담당자) 

친교부장: 최미란 사모 (벨리한인연합감리교회, 남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Young Women 부장: 박선민 전도사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연회) 

독서프로램위원장: 은미란 집사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연회) 

확대위원: 백영희 권사 (에덴한인연합감리교회, 볼티모어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확대위원: 김순덕 집사 (포드워싱턴연합감리교회, 뉴욕연회) 

확대위원: 엄명회 집사 (콜롬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 웨스트오하이오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확대위원: 손영희 권사 (비젼교회,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확대위원: 이희숙 집사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공천위원: 김영남 권사 (무지개연합감리교회, 뉴잉글랜드 연회) & 백영희 권사 (2016-2017) 



공천위원: 김순덕 집사 & 손미애 권사 (2018-2019) 

감사: 김현순 권사 (델라웨어 연회) & 임성혜 권사 (뉴욕한인교회, 뉴욕연회) 

총무: 김명래 전도사 (뉴욕한인교회,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주소(Address):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전화 & 이메일: 914-473-7401 / mrkim81@gmail.com 

Web-Site: www.nnkumw.org 

 

 
 
2016-2017 NNKUMW New Mission Team 
 

President: Lija Kim (Arcola KUMC, NJ) 

Vice President: Ohyun Lee (Mid-Hudson KUMC, NY)  

Recording Secretary: Julie Sohn (Wilshire UMC, Cal-Pac.) 

Treasury: Namy Park (Kum Ran UMC, Cal-Pac.) 

Financial Chair: Kay S. Rhee (National KUMC, MD) 

Nomination Chair: Han Hee Lee (Wilshire UMC, Cal-Pac.) 

Spiritual Coordinator: Grace Song (Delaware KUMC, DE) 

Mission Coordinator: Kyung Sook Kim (First UMC in Flushing, NY) 

Social Action Coordinator: Choonghee Han (Korean Community 

Church of NJ-UM, NJ) 

Resource Coordinator: Mandy Tuggle (KUMC of Santa Clara Valley, 

Cal-Nevada) 

Membership Coordinator: Hei Ja Lee (Korean Community Church of NJ-UM, NJ) 

History Coordinator: Meesook Lee (Atlanta-Bethany UMC, North Georgia) 

Mission Interpretation Coordinator: Kwiok Yun (North Boston KUMC, NE) 

Education Coordinator: Chunhee Namkoong (Atlanta-Bethany UMC, North Georgia) 

Communication Coordinator: Shi Choon Kim ((KUMC of Santa Clara Valley, Cal-Nevada)  

Web Master 

Recreation Coordinator: Milan Choi (Vally KUMC, Cal-Pac.) 

Young Women Coordinator: Sunmin Park (First KUMC, Northern Illinois) 

Reading Program Coordinator: Miran Harvy (KUMC of South Suburban Chicago, Northern Illinois) 

Additional Member: Young Hee Park (Eden KUMC, MD) 

Additional Member: Dorothy Kim (Port Washington UMC, NY) 

Additional Member: Myunghwa Eom (Columbus KUMC, West Ohio) 

Additional Member: Young Hee Jun (Vision KUMC, NE) 

Additional Member: Marian Kim (Immanuel KUMC, North Georgia) 

Additional Member: Hui S. Lee ((First KUMC, Northern Illinois) 

2016-2017 Nomination Committee Member: Young Hart (Rainbow UMC, NE) & Young Hee Park 

2018-2019 Nomination Committee Member: Dorothy Kim & Julie Sohn 

Auditors: Hyun soon Kim (Delaware) & Sunghea Rhim (NY KMC & Institute, NY) 

Executive Director: Myungrae Kim Lee (NY KMC & Institute, NY) 

총무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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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전국의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원들께! 

 

구약성경에서 보면 시대와 나라가 어려울 때 연약한 3 명의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강하고 담대했던 여자 선지자 데보라, 

인내와 섬김으로 새 시대를 연 여성 룻,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한나 였습니다. 

130 년전 어두움과 절망 속에 있는 한국을 위해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들어쓰셨습니다. 

오하이오 리벤나 지방의 여선교회 회원 루시디아 볼드윈을 통해서 $88 의 지정헌금을 통해서 

메리 스크랜튼이라는 평신도 여 선교사가 파송되어 조선의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여선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헌금은 전도부인 

사역을 통해서 조선의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선교의 열매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여성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민자인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전국연합회로 모이게 하여 국내에선 평신도 여성 지도자훈련과 

아시아에서 전도부인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부터 선교 사역에 참여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을 살리고 평화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2016 년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평화와 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성, 청소년, 어린이들을 위한 

사역에 참여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힘을 

보태주십시요. 감사합니다. 

 

• 2016 년 전국연합회 선교 사역 계획 

1 월 – 전국연합회 임원회 & 수련회 (Atlanta 

한인연합감리교회, GA) 

3 월 –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 

UMCOR 훈련 (뉴올랜즈) 

4 월 – 동부지역 지도자훈련 (뉴욕), 중앙아시아 전도부인 사역 (카자스탄) 

7 월 – 8 월 선교학교 (Mission u) – 각 연회별로 실시 

9 월 - UN 세미나 (CCUN, NY) 

10 월 – 서부지역 지도자훈련 (CA), 몽골 전도부인 사역 (울람바토우) 

기타 – 중국 전도부인 사역, 베트남 여자 신학생 장학금 & 문맹퇴치 사역, 인도네시아 

전도부인 사역 



• 2016 년 전국연합회 사역 목표 

(1) 각 지역 연합회의 활성화와 새 연합회 개척 

(2) UMW 본부 (전 여성국)와 연대하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 

(3)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의 지도력 향상 

(4) Korean-American Young Women Leadership Program 을 통해 회원 양성 

(5) UMC 기관들과의 연대 활동 (GBGM, 한인총회, 통일위원회, 제자국) 

(6) 한국어 자료개발 & 뉴스레터 발행 & Web-Site 운영 

 

(글: 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To the members of KUMW 

According to the Old Testament, God used three 

women as God’s instruments of salvation when the 

people of Israelites lived during difficult times. They 

were Deborah the prophet, Ruth, a virtuous and 

strong woman, and lastly Hanna, a praying mother. 

About 130 years ago, God used women as God’s 

instrument for Korea during its time of darkness and 

despair. Mrs. Lucida Baldwin who was a member of 

UMW lived in Ribena , Ohio donated $88 dollars. With the donation, Mary Scranton, a lay woman 

as a first woman missionary was sent to Korea, and helped educate Korean women. The United 

Methodist Women’s prayer and donation educated the ministry of Bible Women and provided a 

better future for Korean women. Through their mission to Korea,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are able to exist. 

God still uses weak women as God’s instruments.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KUMW) have 

been gathering as 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and KUMW work for the ministry of Bible 

Women in Asia. KUMW is no longer the focus of the mission. Rather, the KUMW are called to 

participate in mission. God calls KUMW to reach out to the Kingdom of God through life and peace 

with the same heart, vision, and passion. 

In 2016, the KUMW's theme is called “Peace and Women”. KUMW will try to do our best for 

women, youth and children. Please support us through your prayers and gifts for our missional 

work.Thank you very much in Christ Jesus. 

• 2016’s NNKUMW Mission Schedule 

January : Mission team meeting and retreat 

(Atlanta KUMC, GA) 

March: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UMCOR, NL) 

April: North Jurisdiction Leadership Training 

Event (NY), 

Central Asia Bible Women’s Leadership Training 

(Kazakhstan) 



July – August: Mission u (Each Conference) 

September: UN Seminar (CCUN, NY) 

October: West Jurisdiction Leadership Training Event (CA) 

Mongolia Bible Women’s Leadership Training and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Ulaanbaatar, Mongolia) 

Other Mission: To support China, Vietnam and Indonesia for Bible Women’s Projects. 

 

 2016’s Goals 

(1) To make new Korean UMW networks in US. 

(2) To participate in Bible Women’s Leadership 

Program with UMW National Office. 

(3) To support Korean UMW leadership. 

(4) To nurture Korean-American Young 

Women’s members.  

(5) To network with UMC mission groups. 

(6) To develop Korean UMW resources, web-site, 

and newsletter. 

 

(Written by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Copyright ©  2008 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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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여선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

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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