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도자훈련 안내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한인여선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2015 년 전국지도자훈련을 실시하며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지난 1993 년부터 시작된 전국지도자훈련은 올해 

21 주년의 청년의 나이가 되었고,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선 전도부인 선교사역을 미국 여선교회 본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국에 계신 여선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인여선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Korean-American Young Women 을 20 명 초대하여 함께 지도자 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기 위한 전국 지도자 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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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여선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린 내용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며, 주변의 여선교회 회원들께 권면해 주셔서 전국에서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엄마와 딸을 함께 초대합니다. 

참조로 Web-Site: www.nnkumw.org 에 들어가면 전국지도자훈련 안내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To Members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May the lov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r 

church and family.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invites you to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 in 2015. Many Korean UMW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since 

1993 have become leaders of United Methodist 

Church. In Asia, they give training for Asian Bible 

Women’s Programs with UMW National Office. All 

these are made possible by God’s grace and UMW 

members’ prayers and support. 

This year, we are planning a training event with the Korean-American Young Women. Through this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 where multi generations get together, teach, and learn from each other, we want to 

find God’s purpose for the Korean UMW and we want to be used as His tools to transform the world. 

Please pray for us and encourage KUMW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Also, would you buy air ticke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oil price is goes up every day. 

You can download applications and guidelines at our web-sitewww.nnkumw.org. 

2013’s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 Theme: Women in Mission 

• Time: Sept. 24 (Thurs.) – Sept. 27 (Sun.), 2015 

•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 Eligibility: Members of Korean UMW (First 130 registrants) and Young Women: First 20 registrants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Korea) 

• Registration Fee: $300 (includes room, board, and program fees) 

• Deadline: June 30, 2015 

• Scholarships 

1) Travel: 50 % of airfare (or driving expense), maximum $150, will be reimbursed after the event. 

http://www.nnkumw.org/xe/index.php?mid=pds&document_srl=240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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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You may donate your travel scholarship for leadership training of young women as future leaders. 

3) Scholarships for young women: women under the age of 40 years who demonstrate leadership qualities. 

Will reimburse $200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event 

4) Young woman over the age of high school get free registration fee. 

5) We invite mothers and daughters.  

• How and Where to Register: By mail: Please send the application and application fee to 

Kungsook Kim: 75 Winter Lane, Hicksville, NY 11801 (Home)516-520-0146 (Cell) 516-643-1855 / 
kyungkim213@gmail.com 

• Please make checks payable to “NNKUMW” 

• Contact person: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mrkim81@gmail.com 914-473-7401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will hold its biennial national training 

at Scarritt Bennett Center in Nashville,Tennessee. 

This training will be held on Friday, September 25 through Sunday, September 27, 2015. 

The participating young women will be working together to discuss the theme of “Women in Mission”. 

There will be guest speakers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missions and volunteer opportunities to practice 

missions in the local 

area. 

This is a great time 

for young Korean‐
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from all over the 

nation to gather and 

meet one another to 

create new 

friendships. 

If you or someone 

you know are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training, please feel 

free to contact 

Sunmin Park, the 

Young Women’s 

Coordinator. Space 

is limited to 20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encouraged to apply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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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회 중앙아시아 기독여성 지도자훈련” 

  

“제 1 회 중앙아시아 기독여성 지도자훈련” 

중앙아시아 기독여성 지도자훈련이 

4 월 16 일부터 4 월 18 일까지카작스탄의 

우소도베 선교센터에서”선교하는 여성들” 

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뉴욕에서 김명래 

총무님, 델라워어에서 안의숙 권사님, 

북조지아에서 이성은 장로, 세사람이 

인천공항에서 만나 카자스탄의 수도인 

알마티로 날아갔다. 늦은밤에 알마티 

비행장에서 연합감리교회 선교사이신 김유민 목사님과 프르메 사모님이 우리를 반가히 맞아 주셨다. 

알마티 선교 센터에서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우소도베로 떠났는데 비포장 도로길 운전 

5 시간만에 우소도베 선교센터에 도착했다. 호텔도 

없는 이 작은 마을에 후러싱제일교회에서 건립한 

선교센터는 너무도 아름다웠다, 우리는 그곳에서 

박희진 선교사님을 만났다. 

선교센타에는고려인들이 출석하는 우소도베 

연합감리교회와 50 명이 잘수 있도록 만든 

기숙사가 있었다. 마마 헬렌으로 불리는 박희진 

선교사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넓은 채소밭, 비닐하우스, 칠면조, 닭, 돼지들을 기르시면서 자급자족의 선교를 하려고 부지런히 

일하고 계셨다. 우리들에게 만들어주신 맛있는 퓨전음식(러시아식과 한식의 혼합)을 잊을 수 없다. 

마마 헬렌은 러시아 선교사로 사역하시다가 돌아가신 고 박준성 목사님의 사모님이신데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의 선교사로 파송되어 중앙아시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여 많은 

교회들을 설립하셨고, 작년에 은퇴하신 후에도 그곳에서 뼈를 묻겠다고 하시며 고려인들과 함께 

생활하시며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생활을 하고 계신다.  

2 박 3 일의 세미나에는 60 여명의 여선교회 지도자들이 카작스탄과 키리키르스탄의 2 나라에서만 

참석하였다. 안타까운것은 우주베키스탄에서는 기독교 탄압으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상황이라서 참석하지 못했다. 안의숙 권사님의 개회예배 인도와 김명래 

총무님의 “하나님의 구원역사에 쓰임 받은 여성들” 이란 제목의 성경공부, 이성은 

장로의 ”친환경”이라는 주제로 지구온난화에 관한 웍샵이 있었다. 특별히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안의숙 권사님의 인도로 교회별로 배너를 만들었는데 교회마다 신나게 창의적으로 잘 만들었다. 

오후에 이성은 장로가 인도한 “인종차별” 웍샵 에서는 서로 다른 문화속에서 토론을 하였고 참가자들 



중에 소수민족이라서 핍박 받은 경험을 나누었다. 찬양과 율동시간에는 참가자들이 경배찬양을 

하였고 고려인 청소년들이 찬양을 인도하였으며, 장기자랑에는 고려인 청소년들의 부채춤과 

여성들이 한국말로 시편 외우기와 한국말로 찬송 부르기, 카작인들의 문화소개, 러시아인들의 춤과 

노래가 펼쳐졌다. 

중앙아시아에는 고려인인 우리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다. 고려인들은 일제 강정기에 일본에 의해서 

전라도와 경상도의 농부들로서 농토를 빼앗기고 연해주라고 불리는 시베리아와 블라디보스톡으로 

강제 이주된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937 년 8 월 소련의 스탈린은 고려인에 의한 일본 간첩 행위 근절을 

명분으로 연해주 거주 고려인들을 중앙아시아로 이주시킨다는 결정을 했고, 그 해 9 월 최초로 

18 만명의 고려인을 실은 수송열차가 24 일후에 우소도베, 카작스탄에 도착하여 갈대가 무성한 황량한 

들판으로 내몰았다. 그때가 영하 50 도의 혹독한 겨울이었는데 버려진 고려인들은 추위에 9 만여명이 

얼어죽고 홍역 등 질병으로 어린이의 60%가 사망했다고 한다. 살기 위해 맨손으로 땅굴을 파서 

갈대를 엮어 지붕을 씌워 추운 겨울을 지냈고, 봄이되자 맨손으로 갈대밭을 일구어 가슴에 품고 온 

벼씨를 뿌려 벼농사를 시작하였다. 그 때 카작인들은 200 만명이 사망하는 대기근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려운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온 고려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고 현재도 

고려인들은 그때 카작인들이 베푼 환대와 친절을 기억하고 있다. 1937 년에 죽은 많은 고려인들의 

이름없는 무덤을 보면서 비목이라는 노래가 생각났다,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타향에 끌려온 

고려인들은 지금도 우리에게 잊혀진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곳에 박희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져 한과 운명에 살던 고려인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고려인 기독교인들이 러시아인들과 카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통역과 지역안내를 돕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런 역사적인 곳에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전도부인 사역으로 ‘제 1 회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을 실시하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었다. 중앙아시아에서 연합감리교회에 

속한 고려인, 카작인, 러시아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고, 배운 2 박 3 일의 지도자 훈련은 정말 

멋있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계시던 그곳에 한인여선교회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 드린다. 

(글: 이성은 장로, 아틀란타 한인교회, 전국연합회 사회부장, 북조지아연회 여선교회 이사) 

 

 
 



The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Central Asia 

The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Central Asia was held from April 16th through 18th 

at the Mission Center in Ushtobe, Kazakhstan. The 

theme of this event was “Women in Mission,” and led 

by Myung Rae Kim from New York, Eu Sook Ahn 

from Delaware, and Grace Pyen from North Georgia 

who traveled together to Almaty, Kazakhstan. 

Approximately 100,000 ethnic-Koreans reside in 

Kazakhstan. A majority of them were deported from Vladivostok as a result of forced resettlement and have 

almost 100 years of migratory history. In 1937, in response to reports that the Japanese had infiltrated the 

Russian Far East by means of ethnic Korean spies, Soviet dictator, Joseph Stalin began a massive ethnic 

cleansing and forcibly deported every Korean living in Vladivostok. 180,000 people were packed into 

crowded cattle cars and forced upon a 3,700 mile journey to Kazakhstan and Uzbekistan. Of the 180,000 

forced to relocate from their homes, about 100,000 people were brought to Kazakhstan. 34,000 of these ethnic 

Koreans were placed in the desolate outpost of Ushtobe, Kazakhstan, with no food or shelter. Thousands died 

of starvation and epidemics during the first few 

years. Families dug primitive holes in the ground for 

shelter, using only their bare hands or whatever tools 

could be made. Along with the merciful assistance 

of the local Kazakh people the Korean inhabitants of 

Ushtobe, began to adapt to the harsh and foreign 

conditions. They learned to use reed bushes to fuel 

their fires because of the scarcity of lumber or 

charcoal; later making heated floors for their homes 

in the traditional Korean style (ondol). Thanks to the 

help of the local Kazakhs, the displaced Koreans 

persevered under extreme difficult conditions and 

survived. We had a privilege to visit their cemetery, 

we became very emotional. 

Our group landed in Almaty airport late in the evening. We were greeted by a young missionary couple, Rev. 

Yoo Min and his wife Prumae Kim. We spent the night at Almaty Mission Center before leaving for 

destination. The next morning we drove for over five hours on a dirt road to arrive at the remote village of 

Ushtobe. Missionary Hee Jin Park also known as Mama Helen, was delighted upon our arrival and lead us on 

a tour of the center. The Mission center is a two story building comprised of a main sanctuary, classrooms, 

kitchen, dining room, bathrooms including showers, and dormitory which had a maximum capacity of 50 

people. It was kept extremely clean and maintained well. There was signs of Mama Helen’s touch everywhere. 

She has very busy schedule to maintain in order for the mission center to be self-sufficient; tending a 

vegetable garden, strawberry patch, a sizeable green house, while raising turkeys, chickens, and pigs. She 

made sure that we had enough to eat for every meal. We enjoyed her hospitality very much. Having lost her 

husband (Rev. Jun Sung Park) three years ago, Mama Helen has devoted her life to service and gave away all 

her possessions, and still giving in any way she can. I felt incredibly humbled by her selflessness. 

Over 60 ladies from Kazakhstan and neighboring Kyrgyzstan attended the event. The opening worship was 

carried out by Eu Sook Ahn on April 16th. Myung Rae Kim conducted a Bible study with the theme 

“Instrumental Women for God’s Work of Salvation”. Grace Pyen gave a workshop on “Climate Justice,” 

addressing issues of climate change and global warming. On April 17th, they constructed Peace Banners 

under the direction of Eu Sook Ahn. All materials were prepared by the Korean UMW of the New York 



Conference. In the afternoon, Grace Pyen gave a workshop on “Racial Justice” which raised awareness for and 

tolerance of different cultural or ethnic backgrounds. In the evening, we held a talent show. Performances 

included a Korean fan dance performed by the youth, recital of Bible verses in Korean, and the singing 

Korean Hymns. In the end, the event was a success and revealed to us that hope is alive in Central Asia, 

within these young, budding, leaders. Like dry sponges they absorb the wonders of God's teachings, and are 

excited and driven by the prospect of sharing the God's love. We truly saw God working through these 

incredible people and we left Ushtobe with full hearts and spirits. Praise The Lord! 

(Written by Grace Pyen, North Georgia Conference, A Board of Director of National Office of UMW) 

몽골 기독여성 지도자훈련(1) 

나의 첫 Mission Trip 

 

저는 교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2015 몽골 기독여성 

지도자훈련이 저의 해외 mission 으로서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긴장도 되었고, 제가 맡은 mission assignments 을 

잘 해 낼까 조바심도 났으며 시간 차이는 어떻게 극복하나 등 

여러 가지 생각에 마음이 무거운 한편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몽골은 어떤 나라일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무슨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갈까? 등 물음도 많았지만, 

준비과정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몽골로 떠났습니다. 

몽골의 첫 아침에 우리 선교팀 여섯 명은 두 명씩 조를 짜서 Grace 호스피스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14 년 전 미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에서 파송한 Helen Shepherd 선교사가 몽골 수도인 

울람발트로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해 현재는 의사 4 명, 간호사 4 명 그리고 자원 봉사자 등 4 조를 

짜서 회복될 가망이 없는 주로 암환자들의 집을 매일 방문하는 사역입니다. 환자들의 아픔을 호소하는 

말을 들어주고 조언을 비롯해 약 처방 등 마지막을 기다리는 환자들을 보살핍니다. 제가 속한 조는 

53 세의 자궁암 환자와 65 세의 간암 환자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건강을 잃은 두 분의 모습을 보고 또한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그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요. 호스피스 사역을 

통해 위안을 받고 아픔을 견디어 내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 밖에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의 첫 인상의 몽골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많은 

도로가 포장이 필요했고, 몽골사람들이 사는 집인 

천과 양의 가죽으로 만든 원형 모양의 게루는 난방이 

난로인데 그것을 위해 석탄과 나무를 땔 때 공기는 

매우 오염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에 살던 

많은 거주자들이 생계를 잃어 울람발트로 이주하면서 

언덕과 낮은 산등성이까지 게루를 쳐서 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상은 참으로 소박하고 친근감이 있었고, 아이들은 방과 후 친구들끼리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보니 우리나라의 60 년대와 비슷했습니다. 

이런 몽골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와 신학교도 세우고 많은 복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몽골 UMC 만도 개척 예정지와 가정예배 드리는 곳까지 포함해 9 교회가 있습니다. 12 년 

전에 연합감리교 세계선교부에서 김선례 선교사님과 5 년전 서동민 목사님 부부를 파송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에 이르러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에 감사 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한 교회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그들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각자 

속해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몽골 온 땅에 전파되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세워져가는 귀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글: 김순덕,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부회장, 뉴욕연회 한인 코오디네이터) 

 

 
 

My Mission trip to Mongolia 

 

My mission trip to Mongolia on April, 2015 was with six 

NNKUMw members, and it was a very significant trip for me. Not 

only was it my first mission trip, but it also gave me insight on 

what the mission is all about in the Christian perspective. 

I did not know what to expect, but with lots of prayer, I anticipated 

the preparation for my mission assignments. The purpose of this 

mission was for leadership training to the Mongol UMW and 

Mongol UMC Sunday school teachers. I also realized that it was for 

my own benefit in getting trained to become a better person in Christ. 

This year’s mission team was from New York(Ae Soon Park, Hea Youn Han, Dorothy Kim and Oh Yeun 

Kwon), California (Kathy Kim), and from Seoul (Sonnya Yoo of Scranton Women’s Leadership Center, a 

young woman originally from Delaware). What a blessed group we were to put our efforts and talents together 

to carry out the mission under the leadership of Oh Yeun Kwon! The programs included worship, Bible 

studies, team building activities, Christian’s and Wesley’s Point of View on Finance, Natural Cleaning and 

Facial Products for Environmental Protection, Three Simple Rules - A Wesleyan Way of Living, and 

Successful Aging – Menopause and the Power of Words of Parents. All of these topics were requested by 

women in Mongol. 

There were more than 50 women who came from near and far from Ulaanbaatar, the capital city of Mongolia. 

We all got together to worship, learn, share and enjoy each other’s company as a part of the family in Christ. I 

was moved by their commitment on their Christian living in the midst of hardship in life. My understanding of 

Mongolia is that it is a developing country. While I was there, I saw many areas that were needed to be 

developed to bring the benefits for the people. But above all, I was happy to see Mongol UMW, which was 

formed last year, that is bringing changes for the better life in Christ, no matter how hard the circumstances 

are. I sincerely hope and pray that God will bless the Mongol UMW so that it will be a blessing to the people 



and the land of Mongolia. 

I thank God and NNKUMw for giving me an opportunity to learn, grow, and experience joy in missions. 

(Written by Dorothy Kim, Vice President of NYCKUMW Network, NY Conference Korean UMW 

coordinator) 

 

몽골 기독여성 지도자훈련(2) 

 

연합감리교회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주최, 2015 년 

몽골 기독여성 지도자훈련과 주일학교 교사 

교육세미나세미나는 4/16/15-4/18/2015 년 몽골 수도 울람 

바토우에 있는 GBGM(세계선교부)의 칭글테 센터에서 

있었다. 

전 세계(?)를 정복했다는 징기스칸의 나라에 간다는 게 

신나고 기대가 되었다. 

이 모임에 권오연 전도사가(5 번째 방문) 총 책임자이고, 전국여선교회(김순덕), Sonnya Yoo(Scranton 

Women's 센터), Kor-Sage Inc. (김옥남), 여선교회(한혜윤, 박애순) 총 6 명이 참석했다. 

4 월 12 일에 미국을 출발해서 다음날 저녁 7 시에 인천공항을 거쳐서, 저녁 10 시 30 분에 몽골 

울람바토우(수도)에 도착했다. 몽고에서 수고하시는 김선례 전도사가 마중을 나오셨다. 공항세관에서 

가져온 짐 때문에(특히나 비타민)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잘 통과 되었다. 김선례 전도사는 몽골의 많은 

선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신다. 

Flower Hotel 에서 여장을 풀고, 다음날 센터에서 호스피스 사역 팀과 함께, 예배를 드린 후에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호스피스사역 가정 방문에 동참하여 몽골 사람들의 생활의 한 면을 볼 수 있었다. 

오후에는 여러 교회를 방문했다. 칭글테는 우리 선교의 장소이며 선교센터와 교회를 겸하고 있었다. 

늪지대의 담빠교회, 홍흐르교회, 주르흐을, 타힐트, 게를트(서동민목사, 홍혜윤 사모), 그리고 축복의 

샘교회와 앞으로 지을 부지들을 방문했다. 

특히, 게를트 교회는 게루(몽고천막, 2 시간만에 조립이 가능) 모양의 교회이었고, 그 규모가 컸다. 

박정찬 감독에 의해 "몽골선교 종합센터"를 위한, 몽골 선교 긴급 후원 요청의 두 개의 건물도 멀리서 

보았다. 종합센터가 될 수 있는 좋은 건물이었다. 

산꼭대기에 높이 지어진 기념비에 갔다. 이곳은 소련 사람들이 중국을 견제해서 많이 도와주어서 

그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표시란다. 꽤 높아서 한참 올라갔고 꼭대기는 바람이 많이 불었다. 소련 

모스코바의 지하철에 있는 벽화들을 보는 기분이었다. 지금은 목표를 민주주의로 하고 있지만 소련 

공산주의 개념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았다. 

 

16 일(목요일) 

몽골 여성들과 같이 개회예배를 보았다.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는 십자가, 성경, 초, 나침반, 그리고 실타래를 들고 들어가면서 함께 신앙인의 여정을 

걸어가며, 용서하고, 화해하며, 하나님의 정의를 회복하는 여성들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여선교회 목적문을 같이 읽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섬길 것을 다짐했다. 

설교를 대신해서 권오연 전도사의 신앙인의 여정: 용서와 정의의 회복과 화해를 위해서가 1, 2 부로 

나누어서 말씀을 전했다. 

실뭉치를 서로 대각선으로 던지면서 거미줄을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있고, 

우리가 성령의 실 타래가 되어, 사랑과 정의와 살롬으로 엮이고, 화해의 새 창조를 이루어 나가길 

기도했다. 소냐의 공동체 훈련에서, 젊고 활력있는 Sonnya 의 warm up 운동은 신나고 재미 있어서 

인기였다. 

점심 식사 후, 기독교인의 가정경제(웨슬리의 경제윤리, 김옥남) 시간에 많이 벌고, 저축하고, 나누어 

주라는 웨슬리의 경제윤리를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 대책을 위해서, 매달 수입의 

10%를 저축한다. 끝난 후에 한 몽골 여성이 우리는 빚(Debt)이 많아서 저축할 수 없다. 왜냐하면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분에 넘치게 돈을 써서 빚 갚느라고 바쁘단다. 

친환경 시간(한혜윤)에는 세제로 좋은 식초와 베이킹 소다로 보습제를 만들어 스프레이 병에 넣어서 

얼굴에 뿌리니 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좋았다. 내가 만들어간 각 색깔의 친환경 수세미를 나누어 

주었다. 시간에 맞추어서 잘 나누어 주었다고 기뻐했다. 주일학교 교사 교육세미나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있었다. Three Simple Roles(김순덕), 권오연 전도사의 주기도문 강의가 있었다. 

 

17 일 금요일 

성경공부 2(권오연), 공동체 훈련(소냐 유), Three Simple 

Roles(김순덕) 시간이 오전에 있었고, 오후에는 배너 

만들기(박애순) 시간이 있었다. 

배너 만들기 시간에는 미리 준비해온 재료와 패턴으로 다양의 

배너를 만드는데 우리는 도우미로 수고했다. 몽골 여성들도 

열심이었고, 모두 재주가 있고 아이디어들이 많아서 

창조적으로 잘 만들었다. 끝난 후에 평가회도 있어서 자기네들이 만든 배너를 자랑하기도 했다. 

 

18 일(토요일) 

아침시간에 성경공부(김순덕), 갱년기 여성 & 성공적인 노년(김옥남), 오후에는 부모말의 힘(한혜윤), 

몽골 여선교회 선교 보고와 비젼 발표회가 있었고, 같은 시간에 주일학교 교사 교육 세미나로, 100 

ways to tell God's great story(소냐 유), 주기도문(권오연), 공동체 훈련(소냐 유), 교사의 사명과 결단이 

있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러 세상에 나갑시다, 

예수님의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시다”로 결단하며 폐회예배를 드렸다 

 



19 일(주일) 

주일예배 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구치소와 노숙자 방문을 했다. 

노숙자 설교(김옥남)-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믿음의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은 새 

언약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전했다(요한복음 15:5-9, 빌립보서 4:6-7). 설교 도중 모두들 진지하게 듣고 

있었고, 질문도 했다. 맛있는 점심을 대접한 후, 가져간 초콜렛 캔디도 나누어 주고, 미리 

준비한(여선교회에서 보낸 선물) 선물도 받으면서 행복해 했다. 비록 목욕을 안 해서 더럽지만 그래도 

주님의 자녀답게 감사해 하고 있었다. 

구치소(Prison) 방문은 경범죄(교통법규 위반)인들이 200 명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선물도 

주었다. 

몽골에 사는 한인여선교회 회원이 자기 집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들깨 수제비를 손수 만들어서 대접해 

주셔서 뜻밖의 호의와 환대에 감사했고, 한인여선교회로 한데 묶여져 있는 우리들의 끈끈한 유대가 

자랑스러웠다. 

행사가 다 끝난 후에 몽골 국립공원을 방문했다. 

넓은 대지에 돌로 된 비석들이 여기 저기에 서 있었다. 이것이 몽골의 초원인가 싶었다. 예약된 곳에서 

말도 타고, 저녁에는 게루에서 하룻밤을 잤다. 날씨가 추워서 주인이 계속해서 난로에 불을 지펴 

주었다. 양고기는 맛은 있는데 냄새가 나서 많이 먹질 못했다. 밤에는 주먹만한 별들이 낮게 떠 있어서 

금방 손에 잡힐 것만 같았다. 화장실이 꽤 떨어져 있어서 밤에 갈려니 무섭고, 또 한번 앉으면 

일어나기가 힘들어서 그리고 밤에 똥통에 빠질까 봐 무서워서 못갔다. 

몽골에서는 여자들이 더 많이 교육을 받는단다. 이유는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유목민의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배우는 게 필요 없단다. 그래서 교회의 동역자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많았다. 

몽골 사람들은 우리와 혈통이 비슷해서인지 외국에 온 것 같지가 않았다. 몽골은 과일과 야채가 아주 

비싸다. 종합 비타민과 비타민 C 를 가져오라는 이유를 이제야 알겠다. 몽골의 카시미어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석탄이 많이 나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고, 현대 technology 기술에 

많이 필요한 구리가 많이 나서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다.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 못하는 3 억 인구의 

유목민들이다. 

(글: 김옥남 권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산타클라라 연합감리교회) 

 

 



 

MONGOL Mission 

 

2015 Mongol Christian Women training and Sunday school 

seminar was sponsored by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women’s Network. It was held at Mongol capital, Ulaanbaatar 

Chingle Te center of GBGM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y) 

in April 16-18, 2015. 

It was exciting to visit Mongolia because of famous Genghis 

Khan and his empire in Asia and Europe. 

Ms. Oh Yeun Kwon was in charge of this mission team, Korean Women’s Network (Soon Duk Kim), Sonnya 

Yoo (Scranton Women’s center), Kor-Sage Inc. (Kathy Ok Nam Kim), UMW (Hae Yoon Han and Ae Soon 

Park), total 6 members attended. 

On April 12, 2015, we left U.S.A. for In Choun, Korea, arrived Ulaanbaatar, the capital of Mongolia at 

10:30PM. Sun Le Kim, Jundosa, came to meet us. We had a little difficulty at the custom, but it went 

smoothly. Sun Le Kim is in charge of most of the mission work in Mongolia and was our hostess. 

We stayed at the Flower Hotel which is nice and provided excellent breakfast. After breakfast, we went 

Chingle Te center by taxi. We had worship service with the Hospice team. Then w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visited hospice patients. I was glad to see how Mongol people lived in the ger (typical Mongol tent, 

classic, collapsible round tent, takes 2 hours to assemble) and their family structures. 

After lunch at a local Korean restaurant (food was good and inexpensive), we visited six different churches 

and their sites. Gert Church was built like a big ger. We also saw the two buildings which Bishop Jung Chan 

Park was asking for the sponsors. He wanted to build two old building which was used by Soviet soldiers to 

“Mongol Mission Center”. Those were nice buildings. 

We went to a monument on top of mountain. This is a thank you 

tower to Russians for their help to become independent and 

pressures from the Chinese. The mountain is high and it was very 

windy at the top of the mountain. It reminded me of Moscow 

underground stations with many wall hangings. 

On 16th Thursday, we gather together for the opening worship. We 

thank God to bring us here. Each of us brought to the Altar Cross, 

Bible, Candle, Compass, and yarns. We prayed our journey together 

with forgiveness & reconciliation, become the recovering justice 

women. We read UMW Purpose together, and we prayed with God’s help that we serve one another. 

Ms. Kwon had a talk on Journey of Believers: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instead of sermon. 

As we throwing the yarns, we made the connection to each other, we become a messenger of Holy Spirit, and 

love, peace. 

Sonnya Yoo’s Get together session was powerful with her warm up exercises, was exciting and interesting. 

Everyone loved it. 

After the lunch, Christian’s family economy & John Wesley on Stewardship by Kathy Kim.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and give all you can. I told them that in America, many people try to save 10% of their 

monthly income for the retirement. After the session, one member told us that in Mongol, we don’t have 

enough money to save, we are busy paying back our debt because we spent over our budget. 

Pro-environment (Hae Yoon Han) Vinegar and baking soda are good for general cleaning. We made 

moisturizing solution (bosupjae) in a spray bottle, and sprayed to our face. It was cool and refreshing. I gave 

to everyone pot scrubbers which I made with 100% acrylic yarns. They all liked it.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was in the evening: Three simple rules (Soon Duk Kim), LORD’S PRAYER 



BY Oh Yeun Kwon. 

17th Friday: In the morning we had Bible study No 2 (Oh Yeun Kwon), Team play (Sonnya Yoo), Three 

simple rules (Soon Duk Kim), in the afternoon we had banner making (Ae Soon Park). She prepared a lot in 

advance. We helped as helpers. Mongolian women had talents, ideas, above all they were creative. After 

banner making we had evaluation and show up time. They were really proud of their handy work. 

18th Saturday. In the morning, we had Bible study (Soon Duk Kim), Menopause & Successful Aging (Kathy 

Kim), in the afternoon, we had the power of parent’s words (Hae Yoon Han), Report of Mongol women’s 

group. At the same time, Sunday school teaching seminar: 100 ways to tell God’s great story (Sonnya Yoo), 

Lord Prayer (Oh Yeun Kwon), team training (Sonnya Yoo), then to teacher’s calling & resolution. 

We had closing worship at 3:15Pm. Here am I Lord was our prayer. 

19th Sunday. After morning worship service, we divided into two groups; Homeless and Prison ministry. At 

homeless service, I delivered a sermon: God loves you, and if you live in faith, God will give you a new 

promise (John 3:16, 15:5-9, Phil 4:6-7). They listened intensely, and asked few questions. We provided them 

lunch, chocolate candies and gifts from Korean UMW. They were happy and contented. 

Prison Ministry: These are the people of minor offenses such as traffic violation. They had sermon, gifts, and 

over 200 people gathered. 

One member of Korean UMW who lives in Mongol invited us to her house, and made a nice authentic Korean 

soup for us. It was delicious and we thanked for her hospitality and warm welcome. 

After all the activities, we were headed to the National Park. It was big and stone sculptures were here and 

there. We stayed at the reserved Place; we rode horseback riding and we walked around. We slept at the ger 

one night. It was cold, but they provided with warm fire on the stove. They also provided us lamb barbeque. It 

was tasty, but I didn’t like the smell. At night, the sky was clear, and we could see the stars as I could touch 

them by my hand. For the toilet, we had to squat which I am not used to anymore. At night the facility is far 

from our ger, I was afraid to go there, get in trouble. 

In Mongolia, women receive more education than men because men don’t need education when they do 

outside work. They were more women translator than men. Fruits and vegetables are expensive, now I know 

why they asked us to bring Vitamins & Vitamin C. Cashmere is finest in the world. They have a lot of coal 

which they export to China, and they produce a lot of copper which is essential for the modern technology. 

Their life style and social system are still closer to the Communist thinking, I think. Their population is about 

3 million and people of nomad.  But Ulaanbaatar is very much like a modern city and had many cars, the 

traffic is very congested. 

(Written by Katherine Kathy Kim, Deaconess,KUMC of Santa Clara )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선교를 위한 걷기’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을 보내고 온 세상이 초록으로 물들기 

시작한 지난 5 월 2 일(토) ‘선교를 위한 걷기’가 뉴욕연합회 

주최로 열렸다. 2004 년에 시작된 이 선교기금 마련 행사는 

매년 같은 장소, Bear Mountains 뉴욕 주립공원 Hessian 

호숫가에서 열리는데 올해로 12 번째이다. 

올해에는 뉴욕지역 8 개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여선교회 

회원과 그 가족들 150 여명이 참석해 함께 찬양으로 시작해 

예배를 드리고, 그동안 각자 혹은 교회별로 선교기금 모아온 것을 헌금하고, 예배 후에는 호숫가를 두 



번 돌고, 임원들이 준비한 점심식사를 나누면서 

친교도 나누었다. 

올해에는 특별히 마침 이틀 전 몽골에서 돌아온 

뉴욕연합회 임원 선교팀으로부터 선교보고를 직접 

전해 듣는 시간이 있었다. 뉴욕연합회에서는 그 동안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중점사역인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에 물질로, 기도로, 시간으로 

동참해왔는데 올해부터는 뉴욕연합회가 몽골 

선교를 맡아서 하기로 결정하고 임원 4 명이 다른 지역에서 오신 두 분과 함께 몽골에 다녀온 것이다.   

여선교회 몽골 사역은 올해로 6 년째로, 주로 현지 여성들의 지도력 개발과 성경공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 밖의 내용은 현지사정에 맞게 정하고 있다. 그 동안 여선교회 훈련을 받은 여성들이 신학을 

공부해 전도사가 되고 교회를 세워 연합감리교회가 여러 개 생겨났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 중 절반 

이상이 여성이라는 보고도 있었다. 올해 몽골 사역은 여성의 시각으로 본 성경공부, 개체교회에서 

사용할 배너 만들기, 주일학교 교사 훈련, 호스피스 환자 방문, 건강과 위생 교육 등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이기에 주의가 산만할 뿐 아니라 마이크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공원 규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에 막 다녀온 선교팀이 현지에서 보고, 느끼고, 가슴에 

담아온 그곳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하지만 예배 도중 

자그마한 소란이 벌어져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공원측에서 대형버스가 사람들을 공원에 내리는 

것을 막아서 대형버스로 온 후러싱교회 교인들이 예배 중간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란에도 불구하고 비록 직접 선교지에 가지는 못했으나 선교보고를 들으면서 그곳에서 

어떤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마음으로 그려볼 수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은 헌금이 이런 사역을 

위해 어떻게 쓰여지는지 들으면서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동참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은 것은 비단 

나뿐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선교를 위한 걷기’ 행사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호숫가를 함께 걷는 시간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 한걸음 내딛는 시간이기도 했다.  

(글; 강순애,뉴욕연회 여선교회연합회 영성부장, 뉴욕한인교회) 

 

 
 

A Walk for Mission 

 



The Walk for Mission was held by the New York Conferenc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Network(NYC KUMW Network) on Saturday, May 2. This mission fundraising event has been held at the 

Hessian Lake in Bear Mountains NY State Park every year since 2004. 

About one hundred and fifty United Methodist women and their families from eight Korean UMCs 

participated in the event this year. We gave praises, prayed, offered mission giving that we have collected, 

walked around the lake, and had lunch and fellowship. 

This year’s event features a mission report on the Bible Women training by the team who just returned from 

Mongolia. The NYC KUMW Network has been engaged in Asian Bible Women training, the focus mission of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through mission giving, prayer and time. The 

report was given by four officers of the NYC KUMW Network who had carried out the training according to 

the decision by NNKUMw that the NYC KUMW Network would head the mission in Mongolia for the year 

2015. 

According to the report, since the start of training in Mongolia by the NNKUMw six years ago, a few 

Mongolian women who participated in the training became pastors and helped found several United 

Methodist churches in Ulaanbaatar; more than half of the pastors who serve these congregations are women 

who have attended the Bible Women Program. 

This year’s program consisted of Bible study, 

banner making, Sunday school teachers’ training, 

visitation to hospice patients, and education on 

health and sanitation. 

It is naturally difficult for us to concentrate in an 

outdoor service, particularly without a 

microphone.This year it became even more 

difficult because of an unexpected incident; 

participants from the First UMC in Flushing,who 

had arrived in a large bus,were forced to leave in 

the middle of the worship and come back in 

smaller vehicles, since the park authorities banned unloading people from a large bus in the park. 

Despite the unpleasant circumstances, the team’s witnesses were lively and passionate enough to touch our 

hearts. As I was listening to the report, I could picture in my mind how the training had proceeded and also 

understand what purpose our mission giving served. I felt it would not be only I who wished to join the 

mission next time when circumstances allow. 

The Walk for Mission event was not only a time for United Methodist women to walk together around the 

lake, but also a time for us to take a step toward God’s mission. 

(Written by Soonae Kang,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NYC KUMW Network)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 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스태튼 아일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회장 박경숙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 40 년이 넘는 오랜 전통이 있는 

교회로 스태튼 아일랜드 지역에 처음으로 생긴 

한인교회입니다. 현재 정광원 목사님이 

담임목사님으로 계시며 자체건물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 예배와 기도 모임, 큐티 모임 등 

자유롭게 모일 수 있고 gym 이 있어서 실내 운동도 

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선교회는 연령별로 5 개로 나누어져 활동하고 있는데 매월 첫 주일 선교회의로 모이고 각 선교회 

별로 회비와 바자를 통해 모아지는 선교헌금을 함께 모아서 매년 떠나는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후원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또 교도소 선교와 재난지역의 구제헌금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남선교회와 함께 김치를 담가 교회 주일 친교시간에 

사용하고 요양원 방문때에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교회행사 시 여선교회 회원들끼리는 물론이고 

남선교회와 합심하여 힘들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하나가 되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서로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교회 자랑은 젊은 여선교회와 남선교회가 무척 활동적이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그리고 위의 어른 여선교회의 음식솜씨가 좋아서 반찬 바자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지만 이번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찬양제 때 모두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회원님들 건강하시고 각 교회에서 충성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글:박경숙 권사, 스탠튼 아일랜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장)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of the 

Korean UMC of Staten Island 

My church has been established as the first 

Korean UMC in Staten Island 40 somewhat years 

ago. 

Rev. Kwang Won Chung is the pastor. I thank 

God for giving us our own church building where 

the church members freely gather for worship 

services, prayer and QT meetings, and many other 

church activities. We also have a gym where 

young people get together to play indoor sports. 

 

We have five different UMW circles which meet 

first Sunday of each month. One of the circles is a fairly young aged group that is committed and active. Each 



circle has its own membership fee and fundraising events to support the church mission trip to Guatemala, a 

missionary in China, prison ministry, and relief fund for natural disaster victims. 

 

We also work closely with UMM of the church. One of the events is to make kimchi regularly to provide for 

meals every Sunday, and also to take some to the nursing home the church visits. 

 

Being a member of the UMW local unit requires commitment and hard work, but I know, as a group, we 

experience joy and oneness in God. I have to mention that one of the very popular events is the Food Bazaar. 

It seems to me that everybody in our unit is an 

excellent cook. 

I thank God for giving us talents and hearts to work 

together to bring the kingdom of God on earth. 

 

Hope to see you all at Praise Night in September. 

May God keep you in good health and bless you so 

that you become better committed servants in Christ 

in your faithl community. 

 

(Written by Kyung Sook Park, UMW President of 

the Korean UMC of Staten Island 

델라웨어볼티모어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 여선교회 소개 

 

모든 이들의 어머니,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는 1979 년에 

창립되었고, 여선교회는 1984 년에 조직되었다. 

현재 약 150 여명의 여선교회 회원들이 연령별로 

5 개 선교회로 나뉘어져서 활동하고 있는데, 

감사한 것은, 연령별 비율이 30 대부터 80 대까지 

대체적으로 비슷비슷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건강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 가정에서 어머니가 없으면 집안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듯이 우리교회도 여선교회가 없으면 그럴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주일 그리고 교회의 각종 크고 작은 행사에서 맛있는 밥을 해서 

대접하는 것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일은 물론이고, 드러나지 않는 일들도 마다 않고,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섬기는 이들이 바로 우리교회 여선교회이다. 



우리 교회 여선교회가 하는 일을 몇 가지 말씀 드리면, 교회 내에서는 매일 큐티를 하고 그것을 서로 

나누는 몇 개의 큐티 나눔방을 운영하고 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교회의 큰 자랑거리인, 매년 10 월에 열리는 선교를 위한 한국음식 바자회에서 여선교회 

회원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 헌신한다. 몇 천명의 방문자들에게 한국음식을 직접 만들어 팔아서 

한국음식과 함께 한국문화를 알리고 나아가서 선교비를 마련하는 일에 앞장선다. 

또한 가장 연세가 많은 한나 여선교회는 오래 

전부터 이미 자체바자를 해서 전국연합회의 

아시아 전도부인사역을 지원해서 후배 

여선교회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여선교회 새회원 환영회, 찬양의 밤, 기도회, 

수련회, 베이비 샤워등과 같은 행사도 여선교회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회 밖의 사역은 Immanuel Dinning 이라는 곳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어려운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매달 Meals on Wheel 에 동참해서 노약자들에게 가가호호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무숙자 사역도 돕고 있다. 그 외에 한인회 행사와 같은 대민 봉사에도 여선교회가 돕고 있다. 

또 교회 내에 미술 Class, 퀼트 방, 재봉틀 방, 체조 반, 베이킹 클래스, 뜨개질 방 같은 동아리가 있어서 

여선교회 회원들끼리 친목을 도모하며 취미활동을 살리고 있다. 

우리교회 여선교회는 한마디로 모든 이들의 어머니이다. 

좋은 일이건 궂은 일이건 가리지 않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약한 것은 강하게 해주고, 딱딱한 것은 

부드럽게, 넘치는 것은 조절하도록 해 주는 역할을 언제 어디서나 조화롭게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밥만 하는 여선교회가 아니라, 말씀으로 내면을 채우며, 교회 안팎의 그늘진 곳을 살피고, 

선교와 교육, 구제와 봉사 섬김의 현장에 늘 아름다운 영혼과 마음과 손을 가지고 함께하는 이들이 

바로 델라웨어감리교회 여선교회이다. 

(글: 조현희 권사,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총회장) 

 

 
 

“Everyone's mother, Delaware Korean UMC UMW Local Unit" 



DKUMC was founded in 1979, and the local unit of 

DKUMC UMW started in 1984. Currently there are 150 

members in the unit - separated in 5 different circles 

based on age. DKUMC UMW is blessed and thankful 

because we have even number of women distributed in 

every age group, ranging from 30 to 80 years old. 

Without a mother present in a household,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healthy household. Our church believes tha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healthy church without UMW. 

The members of our local unit not only serve food at 

many events and help with church functions, but serve in 

a wide range of capacities that often other people do not 

know about. 

 

Our local unit is responsible for many tasks within our church. To name a few, it holds QT every day and 

operates the QT sharing. Through God's Word, we are fed well spiritually, and work to serve the church 

through God's Word. 

One of our biggest accomplishments is the annual Korean food bazaar held every October to raise funds for 

missions. Regardless of our age, every member comes together to serve at the bazaar to sell Korean food and 

share the Korean culture to raise funds for missions. The oldest circle (Hannah) supported the NNKUMw 

missions for a long time - this has been a great example for many women in the DKUMC of service and 

commitment. In addition to this, our members also help the church through new member welcome party, 

worship nights, prayer meetings, retreats, baby showers, and much more. 

Outside of the church, we often prepare food to serve the needy at "Immanuel Dining." Every month, the 

UMW members deliver food to the elderly through 

"Meals on Wheels", and also help the local homeless 

population. Additionally, we help the local Korean 

Association to serve the public in different capacities. 

We also have different types of activities within the 

church to meet everyone's special talents and interests. 

To name a few, there are art class, quilting room, 

sewing room, aerobics class, baking class, knitting 

class, etc. 

 

To put it simply, the local unit of the DKUMC UMW is 

a figure of motherhood for everyone. No matter what 

the task is, we work to fulfill what is lacking, soften 

what is hard, help balance what is lacking, and have no hesitation to serve in any capacity - no matter how 

challenging it may be. And most importantly, we are not only a group that serves food for the church - but acts 

accordingly to the Word of God to serve the church, community, and the world, educate and serve in 

missions, and constantly searches for ways to serve others - This is the DKUMC UMW 

 

(Written by Heidi Cho, President UMW of the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바자 

 



해마다 일년에 2 차례씩 행해지고 있는 선교바자가 

지난 4 월 25 일 추진되었습니다. 

화창한 날씨에 여선교회 회원들이 또다시 

윌셔교회에 모였지요!! 

항상 인기품목인 된장과 고추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밑반찬…올해는 곡물들의 주문량도 늘어 해가 

갈수록 선교바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했던 

행사였습니다 

반면 아무리 계획하여도 개체교회의 도움이 없으면 가능하지 않은 남가주 여선교회 행사들을 생각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선교바자는 남가주 전역의 여선교회 회원들의 협조가 한곳으로 모아져 큰 도움을 서로 가질 수 있도록 

조직된 행사입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합회 임원들 모두가 자신들의 귀중한 

시간들을 내 주셨기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결과입니다. 

봉사의 손길은 한정되어있고 주어진 일감들은 많은데... 이 모든 과정을 은혜로 기쁘고 즐거운 

시간으로 승화시키며 함께 모여 봉사하시는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께 감사드리고 각 

개체교회 여선교회 임원들의 도움으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게되어 이 또한 크게 감사합니다. 

선교바자 행사를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얻어진 수익이 모두 2015 년 7 월에 추진될 " 

MISSION u " 선교학교 등록을 위해 장학금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립니다. 우리의 이런 선교바자의 

결과가 장학금을 통해 더 많은 선교학교 " MISSION u " 신청을 받게 함은 참으로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와 각 개체교회 여선교회 간의 상호 유익한 행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남가주 연회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2 번의 선교바자를 통해 남가주 연회 (Cal-Pac) UMW 

행사에 많은 참가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협력해 주신 각 개체교회 여선교회 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남가주 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추진하는 선교바자 행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남가주 연회(Cal -Pac) UMW 

행사에 더 많은 참가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글: 최미란 권사, 남가주 연회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There are Mission Bazaars held twice a year, and the first one this year was held on April 25th. 

With a beautiful weather, the Korean UMW members from each church gathered at the Wilshire United 

Methodist Church as they have been doing every year. 

Along with popular items such as soybean paste, red pepper paste, and lots of side dishes, the orders for 

various grains were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And this is an indication of the importance of having 

mission bazaars every year. 



Even with a detailed planning, I realized this event could not have been a success without the support of 

UMW units of the Southern California Korean UMW Network. This truly is a witness to the word of Lord, 

“everything to work together for the good.” 

The mission bazaar is organized to collect cooperative efforts into a greater sum to benefit each other. 

Preparing for the bazaar is never easy, but it was successfully completed due to all of the officers of 

SCKMWN contributing their valuable time for the event. 

Serving hands were limited, work was plenty… but the event was successfully completed. And for this, I thank 

the officers of SCKUMWN who graciously made the event a happy and joyful time. 

I also thank the officers of each church for their efforts in raising funds. 

This fund will be used to provide scholarships to the attendees of the “MISSION u” in July of 2015. This 

scholarship promotes more women to attend the “MISSION u”, and therefore, it is an event that benefits all 

members of the SCKUMWN. 

We are trying to draw more participation in various Cal-Pac UMW events through the two mission bazaars. 

For this, I would like to thank all officers of all UMW units again. 

For this great purpose, we will continue these bazaar events in the future, and I would like to thank all 

members of SCKUMWN for their continuous supports. 

(Written by Milan Choi, president of Southern California KUMWN, Valley KUMC)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바자 

 

북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바자를 마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북가주 여선교 연합회의 바자를 기원하며 바자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를 통하여 바자 물품들을 

정하고 만들어진 신청서를 

개체교회 여선교 회장님들께 

보내드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사가 주님의 

손안에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내심 주문양에 

대하여 생각하고있는 연약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북가주에는 13 개의 개체교회로 

연합되어있습니다. 산호제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약 170 마일을 내려가면 푸레즈노 

연합감리교회가 있고 북동족으로 약 

200 마일을 올라가면 유바 사랑의 교회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거리상의 관계로 모든 개체교회가 

북가주 여선교 연합회 행사에 참여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연합회 바자를 기쁘게 받으시고 12 개체교회가 참여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문한 물품들이 바자 3 일전에 잘 도착하여 분배 작업이 바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찬들, 생선, 마른 

나물 등등 

많은 품목들을 용기에 담고 나누는 일들이지만 우리 북가주연회 여선교회 회원들의 빠른 손길로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젊은 여선교회 회원들부터 선배 여선교회 회원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참으로 즐겁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몸은 피곤하였지만 모두들 열심히 맡겨진 일들에 열중하는 모습들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한 우리들의 연합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저절로 신이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4 월 25 일 토요일 북가주 여선교 연합회 선교 바자가 시작 되었습니다. 

먹거리를 준비하는 손길들....주문한 물품을 찾아가는 회원들....남은 물건들을 구입하는 

사람들.....교회는 기쁨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확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분배 과정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바자의 주인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북가주 여선교 연합회 바자를 위하여 수고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드립니다.그리고 참석해 주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감사합니다.무엇보다도 이 바자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볼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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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lebrating the success of NKUMW's Bazaar 

 

We began preparing for the bazaar with God's grace, wishing for a bountiful,abundant one. 

Through countless meetings, we organized bazaar and sent request forms to the president of women mission 

of the churches participating in the bazaar. Though we knew that the bazaar was in God's hand and He would 

look after every single aspect of it, we found ourselves being weak and worrying about the quantity of order. 

Thirteen churches are united under the name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Northern California. 

Fresno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s located 170 miles South of San Jose, and Love KUMC of Yuba 

City is located 200 miles North-East of San Jose. Sadly due to the distance, not every church is able to 



participate in KUMW Network's event. However, our 

gracious God took great joy in our bazaar and allowed 

twelve churches to take part in this time.  

All items including side dishes, fish, dried herbs, etc. 

have arrived three days before the bazaar and we were 

busy distributing the items. We had to distribute and 

put a large amount of food in proper containers, but 

with all members' effort put together, preparation went 

very smoothly. We were very tired at the end. 

However, all members doing God's work passionately 

together truly looked beautiful, and everyone was 

thankful for being able to share this time together. Just 

thinking about how happy our Lord would be to see our cooperation and harmony for His mission, we 

rejoiced our work. 

The bazaar was held on Saturday, April 25 getting ready for daily specials...picking up the ordered items... 

purchasing more items at the table.....Our church were filled with sounds of joy with people. It was such a 

valuable time for us to be reminded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Our God who loves us and who was in charge of the 

bazaar graciously took care of minor mistakes that we 

made while distributing food. 

In God's name, we thank and bless everyone who 

involved and participated in the KUMW Network's 

bazaar. 

Most of all, we praise God who allowed us to see the 

Lord's grace through this bazaar. 

 

(Written by Mandy Choi, Cal-Pac Conference KUMW 

Network, President, KUMC of Santa Clara)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함께하면쉽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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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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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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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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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후원자 명단: 

2015 년 후원: 안의숙(델라웨어), 안지매(남가주),김명래(뉴욕), 한충희, 이예원, 박미숙(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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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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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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