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행사 중 하이라이트인 선교찬양제가 3 월 8 일 

오후 4 시,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여섯교회, 1000 여명이 함께 어울려 시작부터 

축제의 분위기가 물씬 나는 난타공연으로 선교찬양제 문을 열었습니다. 

올해는 시작과 끝을 모두 난타공연을 함으로써 찬양제 축제분위기를 더욱 고조 

시켜나갔습니다. 

해마다 단골손님으로 참석하여 찬양제를 즐기시는 Cal -Pac UMW 임원들은 신나는 

난타공연과 찬양제 전체 분위기에 올해도 할말을 잃은 듯 감격의 박수를 연발했으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 목회자 찬양팀 ) 헌금송을 

맡아주셨습니다. 

특별히 두분 사회자들이 영어와 우리말을 섞어가며 재치와 윗트로 참가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열여섯교회의 모든 교회들이 지극정성으로 준비하신 모습을 참가자들의 모습 속에, 

옷차림속에 순서순서마다 볼 수 있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의연해지고 여유있어보이는 각 교회의 찬양은 참가자들 자신에게 늘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어 서로에게 감사했으며,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찬양한 교회들이나 은혜스런 안무까지 함께했던 교회들, 

우리 모두 함께한 시간을 기억하며 내년을 기약하고 헤어짐을 아쉬워했습니다. 

 

특별히 올해 목회자님들과 함께 추진한 마지막 순서의 난타공연은 더 많은 목회자분들의 관심과 내년도 참여를 불러일으켰으며 

선교찬양제의 신선한 충격이었음을 이구동성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선교찬양제를 위해 목사님들께서 개인적인 시간을 연습으로 

함께 하시며 준비하셨는데 지도했던 제 자신도 열정적으로 연습에 임하시는 모습에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목사님들께 지면을 통해 다시한번 감사 드립니다. 

항상 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윌셔교회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께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 

다른 한 해를 향해 나아갑니다. 

은혜속에 감동을 주고 받게 된 선교찬양제… 모든 연합회 임원들의 수고에도 감사하며…특별히 모든 것을 허락해주신 우리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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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드립니다.

  

(글:최미란 권사,남가주 연회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후러싱제일교회 여선교회 소개 

 
 

 

 



후러싱 제일교회 여선교회는 뉴욕의롱아일랜드서부지방회에 속해있으며 

올해 가을이 되면 창립 40 주년을 맞이하는 후러싱 제일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봉사로 선교에 힘쓰는 후러싱 여선교회는 서로 비슷한 연령대와 각 

예배 시간에 맞게 11 개의 개체 여선교회로 구별되어서, 한나 1,2,3 선교회, 

마르다 1,2,3 선교회, 마리아 1,2,3 선교회, 에스터 선교회 그리고 루디아 

선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는 매달 정기적으로 첫 주에는 각 선교회의 회장들이 모이는 

총여선교회장단의 모임이 있고 둘째 주에는 각 선교회 별로 모임을 갖습니다. 

또 일년에 한번씩 3 월에는 총여선교회 월례회로 전체 회원들이 모여 서로 

선교회 소개도 하고 간단한 워크샵이나 세미나를 갖기도 합니다. 

각 여선교회 마다 선교하거나 봉사하는 일은 그 선교회 특성에 맞게 활동하고 

있고 이 모두를 총괄하는 총여선교회는 각종 교회 행사의 안주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할렘선교를 위해 일년에 한번씩 봉사하고 있고 또 큰 행사 중 하나인 9 월에 있는 바자회는 지역 주민들의 기다리는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바자회를 통한 수익금은 지역선교나 해외선교에 

쓰여지고 있고 전 교인이 한자리에서 즐겁게 모이는 행사이기도 

합니다. 또한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의 선교사역을 위해 

우리 모든 선교회원들은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모기장 사역, 교도소 

문서 선교 뿐 아니라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위한 선교걷기와 연합 

선교 찬양제에도 힘써 참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 회원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드립니다. 

 

(글:한경희 집사,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후러싱제일교회 

총여선교회 회장) 

 

 
 

United Methodist Women of the First UMC in Flushing 

The UMW of the First UMC in Flushing belongs to the Long Island West 

District of the New York Conference UMW. It is a part of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which will be celebrating its 40th 

anniversary this coming fall. 

With commitment and love for the mission, the UMW of the First UMC in 

Flushing has eleven circles within the church according to the 

member’s age and worship service attendance schedule. The names of 

eleven groups are Hannah-1,2,3, Martha-1,2,3, Mary-1,2,3, Esther and 

Lydia. All have their own mission plans and agenda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members of each group. Every first Sunday is the 

presidents’ meeting from those eleven groups, and every second 

Sunday is the meeting time for each group. And once a year in March, there is a meeting for all eleven circles to share their 

own mission works, and also have workshop or seminar for the entire UMW members. 

There is a presiding body of UMW which overseeing all eleven circles for the unity of the organization. 

All circles are involved in a mission for Harlem once a year and church bazaar in September annually. The bazaar is an event 

for the community where people are looking forward to participating. It also provides a time of fellowship for all UMW 

members, and it gives a day where the church members can enjoy each other’s company furthermore. The entire profit from 

the bazaar is used for the community and for the mission abroad. Other mission works that we are involved with NYAC UMW 

and National Network of Korean UMW are “Imagine No Malaria, “Nothing but Nets to Save Children in Africa,” “Prison Book 

Ministry,” “Walk for Mission” and “Praise Night.” 

All UMW members of the First UMC in Flushing dedicate their time, talents and energy with commitment to be a part of the 

mission that our Lord, Jesus Christ is calling us for. 

(Written by Kyung Hee Han , President of UMW of the First UMC in Flushing) 

이성은 권사 장로 취임 
 



자격없는 자에게 명예장로직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교회에 감사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장로직을 

수행하도록 저를 위해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교회는 많은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선교교육과 영성훈련과 봉사에 초점을 두고 여성들의 리더쉽을 키우는데 

힘쓰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본을 보임으로써 50, 500, 5000 

비젼에 일조하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글;이성은 장로, 여선교회본부 이사, 아틀란타 한인교회) 

 

 

 

 

 

 
 

I give gratitude to God for allowing me, who is so undeserving, to be an 

honorary elder. 

I accept this position with a humble heart. I ask for prayer that I may 

execute this duty as an elder of God’s church. 

Our church has been formed by many women. I dedicate myself that 

their voices be heard and do what I can to create great leaders.  I will be 

a humble disciple of Jesus who showed great love and set an example 

as an elder as part of the 50,500,5000 vision. 

(Written by Grace Pyun, Director of UMW, N. GA Conference KUMW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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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충희, 이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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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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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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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