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기독여성훈련
동토의 왕국이라 불리는 러시아는 내게 스탈린의 나라, 한때는
공산주의 국가이며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의 배경이 되었던
곳으로만 알고 있었다.
차이코프스키에게 아름다운 천상의 소리를 작곡할 수 있는
뮤즈였고 많은 문호들에게 지금도 세상에 널리 읽히고 있는
주옥같은 작품들을 쏟아내게 했던 영감의 발상지였지만 이제는
공산주의 국가가 무너지면서 배고프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곳으로 변해버린 러시아. 난생처음 밟아본 러시아 땅으로
난생처음 선교 여행을 갔다.
그곳에서 새롭게 접한 많은 단어: 고려인, 연해주, 발해, 정교회 등등. 학교 다닐 때 현대사를 배울 때 들었던 연해주, 독립운동을 돕고
열사들이 모여들었던 그곳. 문자로만 배웠던 그 현장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뿌린 씨앗들이 자라고 영글어 맺은 열매들이
고려인들이라는 명사와 고려말이라는 언어를 만들고 계승하면서 “조국” 이라는 단어가 그들에겐 얼마나 절박하고 가슴 먹먹한
것이었을까. 그리고 아직도 한국의 언어를 지키고 문화를 배우기 위해 대를 이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이민자로서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많은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하나님의 시간은 그분의 계획안에서 역사를 만들어가고 한나라를 세우고 그 속에서 파도 타듯 많은 일을 겪지만, 꾸준히 복음 전파의
열망은 불을 지피고 태우고 번져 나감을 보았다. 옛 러시아에 오래전 조선이라는 작은 곳에서 농민몇가구가 씨앗을 뿌릴 농경지를 찾아
조선에서 가까운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주를 하고 이제는 한국으로 이름이 바뀐 그 조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농민들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고 있다는 사실이 실로 감동적이고 가슴 벅차기까지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 동토의 나라에 조선인들을 미리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계획은 그렇게 미리 계획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자되었음을 보았다.
이번 선교에서 ‘평화와 여성공동체’이라는 주제로 27 시간 넘게
기차를 타고 오기도 하고 지리책에서나 보던 캄차카 반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자매들이 약 40 여 명이 모여 한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고 피부색과
문화가 달라도 성령이 하나이심을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이란 퍼즐 맞추기라는 생각을 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뿐인데, 교회 선교 바자에서 파는
고춧가루를 사고 김치를 사는 일을 했을 뿐인데, 그저 선교학교에
참여하고 선교걷기대회에 동참을 했을 뿐인데 그런 작은 일들이 모여 이토록 큰 그림이 그려짐을 경함할 수 있었다. 내자리에서 나의
역할을 다 할 때 나의 퍼즐 조각은 큰 그림에 맞춰져서 하나의 훌륭한 퍼즐을 완성 시킬 것이다.
이번 유라시아 기독여성 훈련에 참여한 모든 자매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보았다. 시간이 더해가면서 번져가는
그들의 미소와 행복한 웃음. 그들은 우리에게 멀리서 자기들을 보러 와주어 고맙다고 했다.
처음보는 데도 서로 먼 곳에서 보러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 그런 시간들이었고 김명래 총무님의 철저한 계획과 기도에 모든 준비들이
빈틈이 없었으며, 모든 과정들이 은혜의 시간들이었다. 많은 여성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알게 된 뜻깊은
시간들이었고 이번 유라시아 훈련이 좋은 발판이 되어 앞으로 여선교회에서 일구어갈 새로운 선교의 밭에 복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기를 소망해 본다.
유라시아에 여선교회를 통해 거룩한 성령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기독여성 지도자들이 새로워지고, 그들이 새로운 눈을 뜨는 우리
자신에게 일어났던 초기 부흥이 그곳에서도 일어나는 그림을 미리 그려본다.
(글: 김매리안 사모, 북조지아연합회 회장, 임마누엘교회)

The 1st Eurasia UMW Leadership Training
To me, Russia was the country that once was controlled by Stalin and
communism. A country once the background of George
Orwell’s, Animal Farm. It was the muse for Tchaikovsky to create
beautiful melodies and it was a source of inspiration for those who
wrote beautiful books yet still is gripped by poverty and political strife
since the fall of communism. On my first mission trip and first time
visiting Russia, I learned much about their history and culture. When
God planned to spread the Gospel, He planned it and managed it for long time. Likewise, when several farmer families from Chosun
migrated to the Vladivostok area to seek new land and opportunity, God also planned that the people of Korea would go to spread seed
of the Gospel.
For the “Euras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many women came to Vladivostok via train, sometimes as far as 27 hours away. One
woman came from Kamchatka Island by airplane which I only knew of from geography lessons as a remote location. We gathered
together under God’s name and His will. We worshiped together, ate together, and slept amongst each other. When I saw their smiles
and the happiness on their face day after day, I felt that I had received a reward from God. They said that they were grateful that we

had come to see them from far away. In addition, Myungrae Lee, who coordinated and conducted the entire event, did a fantastic job
through prayer and planning. Also, Choonghee Han and Grace Pyen led workshops and plenaries. Yeawon Park led wonderful body
praise.
I believe that each of us, are a piece of the puzzle: from those who buy kimchee or chili powder from the mission bazar, to those who
attend Mission-u, to those who gather for the Walk-A-Thon. Mission work is not simply work that you can complete by yourself. When
you have dedicated and sacrificed yourself in this position then you will complete the whole puzzle. For now we have just opened the
mission door in Eurasia. I pray to God that the first step will make a big step to the larger mission seeded and ultimately gifted by God.
(Written by Marian Kim, President of North Georgia KUMW Network)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뉴욕연합회 선교걷기에 다녀와서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제 14 회 선교를 위한
걷기가 4 월 29 일 토요일에 Bear Mountain State Park 에 있는 Hessian
Lake 에서 열렸습니다.
150 여 명의 연합감리교회의 식구들이 모여 아시아 전도부인
선교사역이란 목적을 갖고 함께 걷는 선교의 발걸음, 아시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더욱 나은 삶을 열어가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찬양은 바람을 타고 주님께 전해지는 은혜의 찬양이었고 이요섭 목사님의 설교 말씀 “길이신 예수여”는 우리에게
새롭게 도전받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모처럼 바깥 공기를 마시며 산책가는 어찌 보면 철없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그런데 목표를 갖고 함께 걸으며, 웃고, 이야기 나누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자연과 더불어 치유되고 회복됨을 느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선교지에는 못 가나 함께 길을
향해가는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발짝 더 뛰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각 교회의 여선교회 모임을 넘어서 연합으로 선교의 의지를 보이고 호흡을
함께 함은 주님의 사랑임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뉴욕연합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여선교회 회원님, 함께 하여 주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뉴욕한인여선교회 선교걷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장하영 권사, 후러싱제일교회)

After a Walk for Mission
The 14th Walk for mission, organized by the New York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was held on Saturday, April 29th at Hessian
Lake in Bear Mountain State Park.
It was a walk for mission involving 150 members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with the purpose of the Bible Women’s Mission in
Asia. With the joy of being an Asian-American Bible women, this was a
meaningful time spent by many of us joining the ministry of the Lord,
who opened a better life for Asian women, children and youths. The
world of the Lord is beautiful…The beautiful day was a praise of grace
to the Lord in the wind and Rev. Joseph Lee's sermon was another blessing to us.
I walked out lightheartedly, breathing in the air outside and went out for a walk without any thoughts.
However, I felt that I was healed and recovered with nature while watching
those who walked together, laughing, and conversing. I could not go to a
mission abroad but I felt a joy as if I was going with them, with each step I
took.
We hope that our faith will move one step closer to the Lord and fulfill His
will. It is the love of the Lord that shows the will of mission in union and
breathes in unity with the assembled members of each church.
We give thanks and glory to the Lord. I would like to thank all the members
who are working for the New York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Women and the pastors who have been with us, and I look forward to the
future of the Lord. Thank you.
(Written by Hayoung Jang, The First KUMC of Flushing)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너무나도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이었다.
그동안 계속 비가 와서 선교 걷기에 지장이 있을 거라 염려
됐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날만큼은 찬란한 햇빛과 따뜻한 날씨가 우리
델라웨어, 볼티모어 연합회 선교 걷기를 축복하고 응원해 주었다.
교회의 여러 가지 행사와 또 진행 중인 성경 통독 등등으로 너무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선교회 회원들이 선교 걷기를 위해
한마음으로, 정말 많은 김밥을 준비하였다 .
화창한 날씨처럼, 또 갓 피어난 어여쁜 꽃잎들처럼 그들은 모두 환한
미소를 띄우며 모두 기쁜 마음으로 김밥을 준비하였다.
우리 델라웨어 교회에서는 교회 버스로, 또는 차로 Maryland 에 있는 Centennial Park 에 도착했고 반가운 얼굴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마치 오랜만에 그리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반겨 주었다.
볼티모어 지역에서는 두 교회에서 많은 분이 참석 하였다. 짧은 예배와 기도시간을 가진 후 우리는 혼자, 둘.. 혹은 여럿이 짝을 지어 걷기
시작했다. 큰 호수를 중심으로 한걸음, 한걸음씩 걷는 우리의 걸음들이,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에 보탬이 될 거라는 사실만으로도 나의
걸음은 가볍고 감사했다.
아름다운풍경과 상쾌한 공기를 누리며 걷게하신 행복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위해 내가 할수있는 너무도 작은 일에 불과 하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선교 걷기를 마친 후 우리는 준비해온 김밥과 수박을 맛있게 나누고 헤어졌다. 집으로
돌아오다 우리는 볼티모어에 있는 어느 묘지에 잠깐 들렀다.
그곳에는 한국 최초의 여자 의사였던 박 에스더의 남편, 박유산 성도의 묘지가 있었다. 부인
에스더의 의대공부를 노동하며 뒷바라지 하던 남편 박유산은 에스더의 졸업을 보지못하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되고, 의대공부를 마친 에스더는 조국을 위해 최초의 여의사가 되어
조선으로 돌아가 환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30 대에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고 또한 도전도 되는 시간이었다.
수년을 이 묘지를 찿기 위해 묘지, 묘지를 다 찾아다니셨다는 박대성 목사님의 노력 또한
놀라웠다.
이번 선교를 통해 여러가지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이름도 얼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조선의 한 여인, 여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같은 여인 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작게나마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시간, 건강, 물질... 또한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할 따름이다.
우리가 모두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한 자매 됨을 너무 감사드리며, 내년의 선교 걷기를 다시 기대해 본다.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걷는 우리모두가 되게 하소서....
(글: 조현희 집사, 델라웨어연합감리교회)

The Delaware-Baltimore Conference KUMW Network Mission Walk
It was a bright, beautiful Sunday afternoon. We were all concerned that there
might be some difficulty with the Mission Walk event since it had been
raining all week. So we were pleased when the weather turned out perfectly.
It was as if the weather itself, in all its sunshine and warmth, was cheering
on the Delaware-Baltimore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Mission Walk.
Even though we were busy with all our various obligations, the ladies in the
women's group were united together, and we made Korean-style rice rolls
with happy hearts.
Just like the beautiful weather and budding early spring flowers, they all had beautiful smile on their faces during the preparation. The
Delaware church arrived Centennial Park in Baltimore, Maryland. Familiar faces greeted us with such enthusiasm! Many attended from
two churches in the Baltimore area.
After a short service and prayer, we all started our walk - some alone, some in groups of two or more. I strode down toward the large
lake centered in the middle of the park. I marched the path with such lightness in my feet because of my understanding that this walk
could help spread the gospel and mission work in Asia, particularly toward women in need.
After the walk, we shared the rice rolls, some watermelon, then we all went our separate ways. On our way back home, however, we
stopped by an old cemetery. There lay the tomb of a man named Pak You-san. He was the husband of Esther Pak, the very first female
Korean doctor. Learning of their stories moved us deeply. I was also moved by thinking of the pastor's herculean efforts for finding the
tomb. It's remarkable to think about how he combed multitudes of
cemeteries to find this one.
Through this event, a few thoughts have entered my mind. I have no
idea who this particular woman is, will probably never know her name or
what she looked like, but just because God chose to love her and save
her, just as He did for me, I am only full of gratitude toward God for
giving me this small opportunity to serve someone from far away, in this
small way. We are all sisters in Christ. I look forward to next year's
mission walk with great enthusiasm.
Lord, please let me walk with my eyes gazing upon you alone.
(Written by Heidi Cho, Delaware KUMC)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임원회
뉴잉글랜드 연합회 4 월 임원회
긴 겨울을 보내고 어느새 온 천지가 생동감 있게 살아서 움직임을 느낄수 있는
4 월에 임원회를 뉴잉글랜드 연합회 회장인 우리 집에서 모이기로 했다. 지난
겨울 동안 그립고 보고 싶었던 임원들의 얼굴을 반갑게 맞을 생각에 설레는
마음으로 임원회 준비를 하였다.
오전 10 시쯤 되자 임원들이 한 사람씩 도착하였다. 커피와 둥굴레차 그리고
맛있는 팥 시루떡을 나눠 먹으며 임원회를 시작했다.
이번 임원회의 주요안건은 선교 걷기대회에 대한 준비와 환경세미나였다.
손영희 회장의 사회로 찬송을 부르고, 정 에스더 부회장의 기도 후에 김지영 자료 총무가 말씀 나눔을 인도했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쳤다.
임원회를 시작하기 전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대한민국과 북한과 회복 중인 김영남 권사 사위 Dr. Fox 와 김영남 권사의
회복을 위해 통성기도를 했다.
임원회의 첫 시작으로 김란 집사가 회계 보고를 했다. 선교 걷기대회는 5 월 20 일 오전 10 시 New Castle Beach N.H 에서 작년과
같이하기로 했다. 선교 걷기대회의 순서지를 만드는 것은 공보부장 이현경 집사가, 사회는 손영희 회장이, 기도는 정 에스더 권사가 하며,
설교는 북부보스턴교회의 최진영 담임목사님께 부탁하기로 했다. 그리고 식사는 교회별로 준비하기로 하였다.
선교걷기에 있을 야드세일도 각교회에서 준비하기로 했다.
6 월 17 일에 실시할 환경세미나에는 강사로 이성은 장로 (북조지아연합회)를 모시기로 하고
뉴잉글랜드 연합회에서 비행기 요금과 침식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타 안건으로 선교학교를 7 월
21-22 일 1 박 2 일로 하기로 했는데 숙소 경비를 줄이는 차원에서 김지영 자료 총무가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UMW 150 주년 Legacy fund 는 각 교회 여선교회에서 모아 김란
회계에게 보내면 한인 여선교회 전국 연합회로 보내기로 했다. 다음 임원회 장소는 이귀옥
코디네이터 댁에서 6 월 17 일 오전 10 시에 모이기로 했다.
모든 회의를 마친 후 준비한 점심식사를 하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글: 손영희 권사,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The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April Mission Team
Meeting

In April, we decided to meet at the Mission team meeting with Young-Hee
Sohn who is a president of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where we spent a long winter and feel the warmth of the hot spring
village. I missed the faces of the Mission team, as I prepared for the
meeting. By 10 o'clock, the Mission team officers started to come in one
by one.
I started the Mission team meeting with a cup of tea. The Mission team
decided to discuss concrete issues and environmental seminars for the 10th Walk for Mission on Saturday, May 20, 2010.

Before starting the meeting, we prayed for the peace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Dr. Fox‘s recovery, and Young Nam Kim’s health.
The first report was a treasury report by Ran Kim. The walk for mission will be held on May 20 at 10:00 in New Castle Beach, NH.
We decided to make the program broader by adding Hyun Kyung Lee, the deputy director of public affairs department, the son of
Young Soo Son, a prayer by Esther Jung as a vice president, and the sermon by Jin-Young Kim who serves the North Boston Church.
After the walk for mission, we will prepare meals from each church.
The environmental justice seminar is to be held on Saturday at June 17th at the North Boston Church. We decided to provide the
speaker’s airfare and lodging. Also, we decided to go to Mission-u for two days, but Ji-young Kim decided to provide the
accommodation free of charge in order to save expenses. The 150th UMW Legacy fund was decided to be sent to the NNKUMw.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on the 19th of June at Kwi Yun’s house.
After the meeting, we had lunch and pleasant conversation. I was very thankful to God for our meeting.
(Written by Young-Hee Sohn, President of New England KUMW Network)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바자

올해는 유난히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이 4 월 중순인데도 북가주는 여전히
비가 오고 있습니다. 4 월 19 일 수요일은 바자회 물건이 오는 날인데 모쪼록
비가 안 오길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걱정과 염려와 달리 화창하고
따뜻한 날을 주셨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최만금 회장님의 진두지휘아래 우리 북가주연합회
여선교회 아줌마들은 보기만 해도 악!! 소리가 날 만큼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트럭으로 우르르 몰려들어 무겁고 큰 물품 상자들을 차에서 내려
산타클라라교회 친교실 안으로 옮기었습니다.
40 가지나 되는 물품들을 각기 수량과 무게에 따라 분리하고 각 교회로 가게

될 것들을 계산하는 일들을 금요일까지 모두 마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총괄하는 회장님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셨고, 그 외에
북가주연합회 여선교회 실행위원들의 헌신은 그냥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큰 행사를 주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준 산타클라라교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봉사하는 여선교회 모든 회원에게 사흘 동안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신 조종은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사랑을 목격하는 동안 저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들 바쁘고 힘들텐데도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힘든 일도
마다치 않고 수고하신 분들의 노고를 하나님은 아시고 기뻐하셨겠지요.
4 월 22 일 대망의 음식바자회 날 하나님께서 화창하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해주셨고, 아침일찍부터 산타클라라교회 교인들과 각 교회에서 오신 많은
회원의 북적거림과 여러 교회들이 직접 현장에서 음식들을 판매하는 모습들이
꼭 예전 장터를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북가주 여선교회 연합회 행사 중 가장 큰 일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하고 힘써서 얻은
수익금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한없이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다시 한번 최만금 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녀의 강한 열정과 헌신은 고무적입니다. 이렇게 큰 행사를 진행하는데
시간과 열정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또 다른 성공적인 바자회를 고대합니다!!!
(글: 최정희 집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 버클리열린교회)

This year it has been raining so much that even in mid-April it is still raining
in Northern California! We were so worried that our huge shipment of
delicious treats from Korea would be delayed due to rain and not arrive in
time for the Mission bazaar. We prayed that there would be no rain and God
gracefully blessed us with a sunny day. We stood outside of the church
anticipating the arrival of our goods. Amazingly, a massive truck pulled into
the driveway. All of the women eagerly ran to the truck, and began shuttling
goods into the church cafeteria. There were 40 types of delicacies ordered in
bulk and we divided everything by quantity and weight and packaged them
into individual containers. But it wasn’t without the dedication of our members that our goods would be prepared on time.
God’s blessings and three days of tremendous effort allowed us to finish everything by Friday. During those three days of backbreaking
labor, everyone came to church with a strong willingness to help. Even
with busy schedules and everyday life, volunteers were able to show up
early in the morning and work until late at night with smiles on their
faces. Our love for God fueled us with the energy to complete this
tremendous task.
April 22nd, the day of the bazaar finally arrived – a beautiful spring day!
Early in the morning, the bazaar was already bustling with church
members excited to purchase goods. Other churches came and brought
more food to sell, and the entire event reminded me of a busy market in

Korea. We were delighted to see everyone’s excitement when they saw all the rare Korean delicacies that we had prepared. This was
the biggest event hosted by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and we couldn’t be happier with the turnout. We were filled with
God’s love and joy. With all the proceeds, we will be able to do God’s work.
Thank you to the SCKUMC for providing the space to host this big event and others. We greatly appreciate the women at the SCUMC
and give special thanks to Jong-un Cho, who generously cooked delicious food for the volunteers during those three days. While
visiting the beautiful sanctuary and witnessing the dedication of this congregation, I felt deep admiration for this special place.
This year, without fail, our president Man-Kuem Choi as a president of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took charge leading
the volunteers of committee. Her strong passion and dedication to the church is inspiring. Thank you to all the volunteers for sacrificing
your time and energy to help us achieve this major accomplishment. I look forward to another successful bazaar next year!
(Written by Mickey Choi,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Vice President, BKUMC)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2017 년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가 4 월 24 일부터 27 일까지 Los
Angeles 연합감리교회와 LA Hilton 공항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의 주제는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걷는 교회”였다. 미국
전역에서 온 총참석자 인원은 약 200 명의 목회자와 몇 명의
평신도들이었다.
4 월 24 일 참석자들의 등록에 이어 LA 연합감리교회에서 개회
예배로 시작하여, 총회의 매일의 과정은 아침 경건회, 성경 공부,
주제 토론, 워크숍, 소그룹 모임, 총회, 연대 기관 보고, 저녁
집회로 분주하게 이어갔다.
이경신 장로, 이한희 장로, 김명래 총무, 손미애 권사, 김리자 권사가 전국연합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다. 대 모임이 열리는 방 입구에
뚜렷하게 보이는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와 남가주 연합회의 부스가 한인여선교회의 사역과 세계적인 선교활동을 잘 소개하고
있었다.
연대 기관 보고 시간에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소개와 선교사역을 김리자 회장이 보고했다. 전국연합회 외에, 총회 고등교육 사역부의
보고가 있었고, 상임위원회 보고 시간에는 느헤미야 운동, 한인 목회 강화협의회, 타인종목회자회, 목회자학교, 청년 학생 선교위원회,
선교위원회, 평화위원회의 보고들이 있었다.
이런 보고들을 보고 들으면서, 한인연합감리교회와 미 연합감리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미국뿐만아니라, 온 세계
곳곳마다 많은 선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듣고,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와 인류를 향한 그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머리 숙이며
감사 할 뿐이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서 모든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관심을 끈
이슈는 ‘동성애’에 대한 미래의 연합감리교회의 입장이었다.
서부지역총회(Mountain Sky Area - Western
Jurisdiction)에서 감독으로 선임된 Karen Oliveto 목사의
감독직 합법성을 결정하는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의
회의가 뉴저지 뉴왁에서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가 LA 에서 열리고 있었다. 이 이슈에
대하여 패널토의가 있었는데 5 명의 패널자(장학순 목사,
홍삼열 목사, 임찬순 목사, 류재덕 목사, 박미숙 목사)을
중심으로 연합감리교회와 한인 연합감리교회의 전망과
대책에 대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이 논란이 되는 이슈를 의논하고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하여 형성된 연합감리교회
감독회의 특별 위원회인 ‘Commission on a way Forward’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래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의 간단한
보고도 있었다.
이번 총회에 참석한 목회자들과 평신도들 모두가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의 입장을 교단 전체에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
하였고, 지난 2015 년에 발표된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성명서를 재선포하고 성서적인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는 우리의 입장을 확인하는
총회의 확고한 결정이 있었다. 미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의 결정과 관계없이 우리들의 성서적인 원칙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따라가는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또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에 참석하는 평신도들의 수가 지극히 소수이며, 연합감리교단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평신도들의 이해
부족에 대한 의견이 평신도 소그룹 모임에서 제기되었고, 이어서 전체모임에서도 발언 되었다. 평신도 소그룹을 인도하신 현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 회장이신 김광태 목사님은 연합감리교단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평신도들을 교육하고, 앞으로는
2017 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총회의 주제대로 평신도들이 목회자들과 “함께 연대하여 약속의 땅을 같이 걸어가는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글: 김리자 권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장)

The 2017 Annual Convoc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United Methodist Church
The 2017 Annual Convocation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was held from April 24 through 27, at the Los Angele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nd Hilton LA Airport. The
theme of this year’s gathering was “Building a Community in
the Promised Land.” The total attendance was about 200
pastors and lay people.
After registration on April 24th, the convocation kicked off with
the opening worship at the LA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followed by a daily schedule of early morning piety sessions, Bible
study, discussion of the major issu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various workshops, small group meetings, reports of various
connectional agencies and standing committees, and evening worship services.

Kay S. Rhee, Hanhee Lee, Myungrae Kim Lee, Julie Sohn, and Lija Kim of NNKUMw were present at the meeting. Two booths that
were displaying international missions and ministries of the NNKUMw and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were presented in
the entrance hallway to the International Ballroom where the main meetings took place.
There were connectional agency reports by the NNKUMw and the General Board of Higher Education and Ministry, followed by reports
of the standing committees. They included the Nehemiah Project, UM Council on Korean Ministrie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Pastors Serving Cross Racial Appointment, the School for Pastors, the Mission Committee for Young
Students, Mission Committee, and the Peace Committee.
While listening and witnessing God’s work through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an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throughout
the entire world, I was just overwhelmed at the awesome power of our God and thankful for His love and grace for the entire humanity.
The issue that attracted every participant’s attention at this meeting was the UMC’s stand on the same sex unions, especially spurred
on by the appointment of Karen Oliveto of the Mountain Sky Area, Western Jurisdiction as a bishop. The UMC Judicial Council was
holding a meeting in Newark, NJ, to decide the legitimacy of her
appointment according to the Book of Discipline at the same time
when our Korean UMC convocation meeting was going on in LA.
This issue was discussed at the plenary between 5 panelists from
different regions, giving various scenarios for the future of United
Methodist Church and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The
NNKUMw executive director, Myung Rae Lee who was appointed
as one of the members of “Commission On Away Forward,” also
gave a short summary of her work with this special committee.
All the participants of 2017 Annual Convoc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United Methodist Church seem to agree that we have to let
the UMC know our firm stands on this issue of same sex unions. The 2015 proclamation on the same issue was upheld again. And our
conviction to follow the biblical truth firmly was hailed as the only way to follow the teachings of the Lord. Regardless of the decisions by
the UMC Judicial Council, we reaffirmed our faith to follow God’s guidance according to the biblical principles.
The small group session for laity may change the future make-up of the Annual Convocation of the Korean Association UM Church
attendees. There was a consensus on the disproportional ratio of attendees at the meeting between clergy and laity and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laity on the current issues that the United Methodist Church faces. The same voice was heard on the floor at one of
plenaries. The current president of Korean Association UMC, Rev. Kwang Tae Kim who happened to lead the small group for laity,
promised to invite more lay members to the Annual Convocation of the Korean UMC in the future and “Build TOGETHER a community
in the promised land.”
(Written by Lija Kim, President NNKUMw)

2017 년 전국지도자훈련 안내
2017 년 전국지도자훈련
주관: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주제: 평화와 여성공동체
날짜: 2017 년 9 월 28 일(목) – 10 월 1 일(주일), 3 박 4 일
장소: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신청마감일: 2017 년 6 월 30 일
등록금: 1 인 $350 (숙박비, 식비, 세미나비 포함)
참가인원: 150 명 (1 세 한인여선교회 회원 130 명과 Young
Women 20 명, 선착순)
장학금: (1) 여행경비 장학금 - 비행기 요금 최대 $150 까지,
자동차 마일리즈 50% 를 훈련후 지급
(2) 30 세-40 세 이하의 젊은여성 장학금 - 등록비 중 $200 을 훈련후 지급
(3) Young Women 장학금 (18 세-30 세 이하 UMC 소속의 미혼여성) - 등록비 $350 Free
. Young Women Program: 9 월 29 일(금) – 10 월 1 일(주일)
어머니와 딸을 함께 초청합니다.
. 등록방법: 등록신청서를 www.nnkumw.org 에서 download 받으세요.

2017’s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Theme: Peace and Women’s Community
Time: Sept. 28 (Thurs.) – Oct. 1(Sun.), 2017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Eligibility: Members of Korean UMW (First 130 registrants) and
Young Women (First 20 registrants, Participants for the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Seoul or US)
Registration Fee: $350 (includes room, board, and program fees)
Deadline: June 30, 2017
Scholarships
(1) Travel: 50 % of airfare (or driving expense), maximum $150, will be reimbursed after the event.

You may donate your travel

scholarship for the leadership training of young women as future leaders.
(2) Scholarships for young adult women: From 30 yrs old to 40 yrs old woman who demonstrate leadership qualities. We will reimburse
$200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event.

(3) Young woman: From over the age of 18 yrs old to under the 30 yrs old sigle woman get free registration fee.
(4) We invite mothers and daughters to the Young women’s Program: Sept. 29th – Oct. 1st.
If any young woman want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on the 28th , she is welcome to
* You can download applications and guidelines at our web-site www.nnkumw.org.
( 글:김명래 총무, 전국연합회 총무)

독서프로그램: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 저자: 피터 스카지로(Peter Scazzero)
● 번역: 강소희
● 출판사: 두란노
저자,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은 뉴욕의 뉴 라이프 휄로쉽교회를 개척한 분이다.
1987 년 45 명으로 시작한 뉴 라이프 휄로십 교회는 개척한 지 6 년 만에 영어 회중과 스페인어 회중
모두 큰 부흥을 이루었다. 그런데 7 년 후에 스페인어 회중을 이끌던 목사가 담임목사와 상의 없이
성도들을 데리고 나갔고, 이 시기에 사역에만 전적으로 매달려 있는 남편을 보다 못한 아내가 교회를
떠나겠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한다.
이런 커다란 사건들은 저자가 가정과 교회와 사역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저자는 잠시 사역을 내려놓고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자아를 보게 되었다. 그동안 열심히
사역한다고 달려왔지만 어떤 면에서는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자각과 함께
그것이 교회와 가족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깨닫게 된다.
그 후에 저자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먼저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일에 열중했고, 교회의 리더들에게도
같은 것을 권하며 삶과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다.
그리고 건강한 영성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성경 묵상, 침묵과 기도 등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귀며 목회를
해나갔다. 그 후, 예배와 사역에 생명력이 넘쳐흘렀다.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다. 이 책은 바로 그런 과정을 나누는 것이다.
이 책의 1 부에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영성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2 부에서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을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 자신과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하고 사역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 글: 송은순 사모, 전국연합회 영성부장, 독서프로그램 위원장, 델라웨어 한인교회)

"Emotionally Healthy Spirituality"
Author: Pete Scazzero
Translation: Kang So-hee
Publisher: Tyranno
The author, Pete Scazzero, is the founder of the New Life Fellowship Church in Queens, New York. The
New Life Fellowship Church, which started in 1987 with 45 members, achieved a great revival in both
English and Spanish congregations within six years of its founding. Seven years later, the pastor who led the Spanish congregation
took the saints and set up a new church without consulting with the pastor and his wife made a stunning declaration that she would
leave the church because he was less of a husband for hanging on to the ministry at that time.
These shocking events have become a major reason for the author to look back at the home, church, and ministry. The author, while
laying down his ministry for a while, traveled and saw a hidden truth within himself. He had been working hard to minister for a while,
but in some ways he has realized that he has been living a formal and expressive life, and realized how hard it was for the church and
his family.
After that, the author was important to ministry but he was devoted to caring for his inner self first, and recommended the same to the
leaders of the church, and completely revised the direction of life and ministry.
He became more interested in healthy spirituality, and became more familiar with Jesus and ministry through Bible meditation, silence
and prayer. After that, life was overflowing in worship and ministry. Recovery and revival happened. This book is about sharing that
process.
Part 1 of this book shows the essence of emotionally unhealthy spirituality is and shows us how to look inside. Part 2 introduces the
concrete method of action to develop emotional healthy spirituality.
As you read this book, you will discover how you are now,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your relationship with Jesus, and through
that you will bring positive changes to your ministry and life.
(Written by Grace Song, NNKUMw Spiritual Growth Coordinator, Director of Reading Program Committee, Delaware KUMC)

한국여선교회 역사 시리즈-박에스더

한국여선교회 역사: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
‘귀신이 재주를 피운다 ‘ 당나귀를 타고 전국을 누비며 한 해 삼천 명 이상의 조선 여성들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던 조선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했다. 남자
의사에게 몸을 보여줄 수 없었던 조선의 여성들에게 같은 여성, 그것도 조선의 여성이
자신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것은 귀신이 재주를 피운다고 할 만큼 기이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었으리라.
1877 년 가난한 선비인 김홍택의 넷째 딸로 태어나면서 그녀가 얻은 이름은 김정동이었다.
아펜젤러( H. G. Appenzeller) 선교사의 집안일을 도왔던 아버지를 통해 이화학당에 네 번째
학생으로 입학하면서 기독교를 접하게 된 그녀에게 믿음의 전환점이 되는 체험이 찾아온다.
1888 년 폭풍우가 몰아치던 여름밤, 열두 살 어린 소녀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떠올리며
죄의식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 소녀 김정동은 당황하지 않고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며 마음의 평화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다. 이후 이화학당
동료들과 함께 정기 기도회를 하기 시작하였고, 1891 년 올링거(F. Ohlinger)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점동에서 세례명 에스더로 불리게 된다.
미 감리회가 세운 조선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에서 의료선교사 로제타셔우드(Rosetta Sherwood)
의 통역을 돕게 된 박에스더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보며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고
의사로서의 꿈도 품게 되었다. 에스더는 선교사 셔우드의 선교지가 조선이듯이 자신에게 주어진
선교지는 보구여관이라고 자각하게 된다. 서양인이 아닌 조선의 여성이 조선 여성을 치료하는 것이
회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셔우드선교사는 보구여관 안에 의학 반을 만들어 기초 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에스더도 이때부터 의학을 공부하기 시작하게 되며 그녀의 삶의 방향이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1892 년 홀(W.J.Hall) 선교사와 결혼을 한 셔우드 선교사는 남편의 사역을 돕던 박유산 이라는
청년을 에스더의 신랑감으로 주선하게 된다. 신랑이 신부보다 지체가 낮은 집안이어서 에스더의
부모는 탐탁히 여기지 않았으나, 에스더는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체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것이 중요하다’ 라는 확고한 신앙심으로 부모를 설득하여 이듬해 5 월 박여선과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의
이름이 김정동에서 김에스더로 그리고 이제 남편의 성을 따라 박에스더로 바뀌게 되었다.
1894 년 홀 선교사 부부는 평양으로 이주하여 북쪽 지방 감리교회 개척에 나서게 되는데 박에스더 부부도 평양행에 동참하게 된다.
하지만 청일전쟁 발발 상황이던 시점이어서 한 달 만에 서울로 돌아오게 되고, 이듬해 청일전쟁 와중에 출산한 첫아들을 이틀 만에 잃는
슬픔을 겪는다. 한편 평양으로 되돌아간 홀 선교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는 중에 얻은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에스더의 든든한
후원자 홀 부인도 슬픔을 겪게 된다. 남편의 죽음으로 슬픔과 충격에 빠진 홀 부인과 동행하여 에스더 부부는 미국행을 결정한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조선 여성이 조선 여성을 치료하는’ 그날을 그리면서 말이다.
홀 부인의 주선으로 1895 년 2 월 뉴욕 리버티의 공립학교에 입학한 에스더는 의과대학 준비를 착실히 준비하였고 남편 박여선은
셔우드가의 농장에서 일하며 이런 아내를 뒷바라지하였다. 하지만 미국생활은 그리 넉넉하지않아 뉴욕시의 어린이병원에 취직하여
생활비를 벌며 의대준비를 하던중 과로로 인해 두 번째 아기를 잃게 되고,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홀 부인이 공부하던 펜실베이니아
여자의과대학 진학이 좌절된다 . 이때 조선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우던 홀 부인은 에스더에게 자신과 함께 돌아갈 것을 권유했지만,
의사가 되어 돌아간다는 그녀의 의지는 확실했다.
“ 부디 돌아가셔서 내가 준비를 끝낼 때까지 나의 가련한 자매들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줄 신실한 친구를 보내 주실
것입니다. 의과대학에 무사히 입학하기만 한다면 나는 의학 수업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포기한다면 나에게 다른 기회는
오지 않을 것을 알며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또한, 남편이 다른 무엇보다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에
매진하기를 원합니다 “
1896 년 10 월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했고 마침내 1900 년 6 월 의학박사 학위를 받아 한국 최초의 여의사가 되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간절히 의사 되는 날을 고대하며 헌신적으로 아내를 외조하던 남편 박은산은 졸업을 두 달 앞두고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난
뒤였다.
1900 년 11 월 귀국한 박에스더는 보구여관 (서울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성전용병원)에서 여성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온 홀 부인과 평양으로 임지를 옮겨 광혜여원 (평양에 설립된 여성전용병원), 어린이병원, 그리고 최초의
맹아학교를 돌봤으며, 간호사 양성과 전도부인 교육을 체계화하는 일까지 담당하였다.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녀를 구경하기 위한 여성과
어린이들이 모여들었고 따라서 복음 전도에도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조선 최초의 여의사로서, 신실한 기독교인으로서 10 년간 쉴틈없이 달려오던 박에스더는 과로로 인해 폐결핵을 앓게 되고 1910 년 4 월
13 일 34 세의 짧은 생을 마감한다. 그녀는 남녀가 유별하던 풍조 속에서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던 여성들을 육체의 질병과
그리고 그들의 영혼까지 치유하는데 헌신하였다.
(글: 이미숙 집사, 전국연합회 역사부장, 베다니 KUMC, GA, / 자료: 한국여선교회 전국연합회 2017 년 공과책)

The first Korea female doctor: Ester Park
Esther Park was the first female to ride a donkey nationwide in order to heal the bodies
and souls of more than three thousands of women per year in Chosun. Since the women
in Chosun could not reveal their own bodies to the male doctors, finding a doctor with the
same gender was deemed impossible. However, this expedition was later fulfilled by
Esther Park who was depicted as “a ghost doing a favor for women.”
In 1877, Esther Park, who was initially named as Jung-Dong Kim, was born as the fourth
daughter of a poor scholar, Hong Taek Kim. Through her father who assisted the
housework of a missionary named H.G. Appenzeller’s, Esther came to experience
Christianity as a fourth student in Ewha Hakdang. Her entrance into Ewha Hakdang
firmly established a turning point in her faith. In the midst of a storm in 1888, a twelveyear-old girl reminisced about the story of Noah's flood and was surrounded by fears of
guilt. Subsequently, Esther was able to form a regular prayer meeting with the support of her colleagues from Ewha Hakdang and got
baptized by missionary F. Ohlinger in 1891. It was through this baptism that her name shifts from Jung-Dong Kim to Esther.
Esther Park became a translator for Rosetta Sherwood, a medical missionary, in the Korean Women’s Hospital that was built under
the name of U.S. Presbyterian. After seeing the crucial sacrifices that were made by the missionaries, Esther fell into a pensive mood
due to an emergence of God’s calling and the growth of her desire to become a doctor. Additionally, Esther detected the importance of
location and realized that just like how Sherwood’s mission field is located in Chosun, her mission field belonged in the Bogu Yu Kwan
(the first Women’s Hospital in Seoul). After pinpointing the fact that Esther is a non-Western woman, Sherwood determined that Esther,
a woman with Korean nationality, should also acquire a skill to treat Korean women in Chosun. Soon, Esther obtained the skill on the
basic medicine from a medical class in Bogu Yu Kwan that was launched by Sherwood. During the process of obtaining the skill, the
direction of her life which remained obscure for years became more concrete.
In 1892, Rosetta Sherwood married W.J. Hall who also happened to be a ministry and arranged a marriage for Esther to a young man
named Yi Sun Park who helped with her husband’s ministry. Despite the fact that Esther’s parents were not pleased with the
bridegroom being a lower class than the bride, Esther persuaded her parents with a firm belief that “rich or poor, and high class or low
class, are meaningless distinctions. Confirming for the presence of Christianity is the most important.” In May of the following year, she
married Yi Sun Park. Her name changed from Jung-dong Kim to Esther Kim or Esther Park.
In 1894, Mr. Park and Mrs. Park joined Mr. Hall and Mrs. Hall on the journey to Pyongyang in order to construct the North Regional
Methodist Church. However,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they immediately returned to Seoul after a month and Esther
suffered the loss of her first son after two days of his birth. In the meantime, Mrs. Hall also awaited the death of Mr. Hall who had been
exposed to the deadly disease from his patients in Pyongyang. Soon, accompanied by Mrs. Hall, Esther decided to depart for the U.S
while visualizing for a day where “Chosun woman treats other Chosun woman”.
In February 1895, with the preparation of Mrs. Hall, Esther entered the public school in New York, Liberty, while her husband worked for
her on the farm that is owned by Sherwood’s. Due to a life in the U.S. being unstable, Esther started working at a children’s hospital in
New York city to earn living expenses and to continue her education on medical science. However, she collapsed and lost a second
baby due to overwork. Even before she overcomes her sorrow over a miscarriage, she was turned down by the Pennsylvania Women’s
Medical College. At this time, Mrs. Hall, who had planned to return to Korea, invited Esther to join her, but Esther’s willingness to further
her education in the U.S. outweighed her invitation.
“Please return to Korea and help my sister in Christ until I finish my preparation. God will send me a faithful friend to me. If I enter the

medical school harmlessly, I will not relinquish my education midway. If I give up now, knowing that I will not come to any other chance,
the will of God will be removed. Also, my husband wants me to be more committed to pursuing a degree in medicine more than
anything else.”
In October 1896, she entered the Baltimore Women’s Medical School and in June 1900, she received her doctor’s degree in medicine
and became the first female doctor in Korea. However, her husband, who was eager to see Esther as a doctor than anyone else and
was devoted to look after his wife, passed away after being diagnosed with pulmonary tuberculosis for two months before her
graduation.
In 1900, Esther began to treat female patients at a Bogu Yu Kwan. After returning from her sabbatical years, she returned to her
hometown, Pyongyang, with Mrs. Hall and helped with the management of Gwanghye Ryowon (Women’s Hospital in Pyung Yang),
Children’s Hospital, and the first acupuncture school. Moreover, she was responsible for organizing nurse training and education as a
ministry. Wherever she went, women and children gathered to see her and she was able to bear fruit in evangelism.
As the first female physician of Chosun, Esther, who had been running interminably for ten years as a faithful Christian, suffered from
pulmonary tuberculosis due to overwork and finished a short life at the age of 34 on April 13, 1910. Esther truly devoted her life to the
works of healing the physical illness and the souls of the Chosun women who were unable to receive a proper treatment due to a
patriarchal society.
(Written by Meesook Lee, chairperson of NNKUMw history, Bethany KUMC, GA / Resource is from 2017's Program book of Korea
W.S.C.S)

인종정의 정책(2)
인종정의정책(2): 선한 포도밭 주인과 일꾼 - 공평함과 평등함
마태복음 20 장 “선한 포도밭 주인의 비유”에서 밭 임자는 제일 먼저 일을 시작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그 후 각기 다른 시간에 일을 시작한 일꾼들에게 “공평한
품삯”을 약속하였습니다. 일이 끝난 후 품삯을 받는 과정에서 늦게 시작한 이들에게 한
데나리온이 지급됨을 보고 먼저 일을 시작한 일꾼이 은근히 약속되었던 한 데나리온보다
더 많은 품삯을 기대했다가 실망한 이야기입니다. 오전 9 시 일찌감치 일감을 찾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까지 약속된 일꾼은 온종일 행복하였을 것이며, 나중에 일자리를 구한
일꾼들은 품삯에 관계없이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했을 것입니다. 상반되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남과
비교를 하는 상대적 판단이 행복을 불평과 시기로 변화하는 이 예화는 하나님의 “공평함”의 비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일찍 일을 시작한
일꾼은 제멋대로 평등한 대우를 기대했고, 밭 주인은 공평함을 베푸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백인들이 자신들의 이득만을 위해 만들어 실시한 사회제도는 당연히 흑인과 원주민에게 불평등하고 불공평 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목적으로 1961 년 케네디 대통령 때에 “차별 철폐 조처법 (Affirmative Action )” 을 만들어 취업 시에 인종차별 정책으로 불평등해진
사회에 공평한 정책을 실천하려 하였고, 그 후 존슨 대통령
때에 종교와 성차별 철폐하는 조항을 더 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일수록 섬세하고 많은 보살핌이
요구되며, 경쟁에서는 가산점이 필요한데, 얼마나 주는
것이 효율적이며 공평한 것인지 옳은 추측을 하기는
어렵고, 좋은 정책도 시행착오는 있게 마련입니다. 한 예로
흑인학생들의 SAT 점수가 아주 낮아도 대학입학 확률을
높여주었는데, 장기적으로는 흑인 학생들의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한, 입학은 하였으나 교과과정을 따라가지 못해 자퇴하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의도했던 흑인과
미원주민들에게 보다는 다른 소수 이민자의 증가로 그들이 혜택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한인 이민자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완전하지는 못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통하여 벌어진 인종 간의 불평등함을 공평함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지요.
로마서 8 장 28 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의 말씀처럼 우리 보다 훨씬 오래전에 강제로
이주해와 사는 흑인들과 자신들의 땅을 송두리째 빼앗긴 원주민들의 깊은 상처를 보듬어 주며 그들의 권익을 위해 함께 투쟁하여 평등한
권리가 모두에게 주어질 때에 자연히 우리 한인들도 당당한 권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인종차별퇴치의 동참은 선택이 될 수 없으며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되기 위한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개인적인 인종차별의 의식변화는 물론 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함께
배우며 성장하고 실행하는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글: 김성실 권사, 전 뉴욕 연회 UMW 회장, 뉴욕한인교회)

God’s Equality and Equity
In the “Parable of the Workers,” from Matthews 20, a landowner hired a worker early in the morning, promising
to pay the worker a denarius for the day’s work. As the day went on, the landowner continued to hire more
workers, promising to pay each “whatever is right.” At the end of the day, the landowner gave one denarius to
each worker. The worker who had started earliest in the day had been expecting to receive more than the
others and he grumbled when he received his denarius. Initially, he was very happy to secure a paying job so early in the day, and he
remained in great spirits throughout the day. It was only when he saw that the workers who started hours after him were paid the same
day wage that feelings of entitlement and unfairness took over and he became very unhappy. The early worker wanted to be treated
equally but was treated with equity instead. This is the world of God who is just and treats us with equity.
In an effort to narrow the gap that centuries of systemic racial discrimination brought upon African-Americans and Native Americans,
“affirmative action” rules were put in place to prohibit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in 1961. President Kennedy’s Executive Order
10925 ensures that all government contracting agencies “take affirmative action to ensure that… employees are treated during
employment, without regard to their race, creed, color, or national origin.” This order was intended to create equal opportunities for all
qualified people and was later amended by President Johnson to add “without regard to their religion and sex.”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affirmative action refers to admission policies that provide equal access to education for groups that have been historically
excluded or underrepresented, such as women and minorities. In some instances, African-Americans with lower SAT scores were
admitted over their white counterparts; some saw this practice as “unfair” because it appeared to favor some over others and to
contradict the more commonly accepted concept of fairness as equality. However, affirmative action was designed for people who had
become underprivileged due to systemic discrimination and was one path towards achieving equity for them. As immigration from other
countries grew, these new minority groups also became beneficiaries of this law, including Korean immigrants.
In Romans 8:28, we are told that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good with those who love him, those whom he has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When we work together with our neighbors, African-Americans whose ancestors were moved here forcibly
and who lived under such cruel discrimination, and Native Americans who lost their whole holy land, we can bring justice together and
God’s kingdom will come. I hope that we can stand together to change our own discriminatory attitudes and to fight for systemic racial
discrimination. We, the United Methodist Women, know how to put faith, hope and love into action, don’t we?
(Written by Susan S Kim, Ex-President of NY Conference UMW, NY KMC & Institute)

상식-눈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5 가지 습관

요즘은 스마트폰, 컴퓨터, 태블릿 PC 등의 사용증가로 급격히 시력저하를 불러오고 젊은 나이에도 노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나빠진 시력은 자연적으로 되돌리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평소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노력하여 시력을 보호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5 가지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1. 눈 비비지 않기
손은 우리 신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위이고 외부와 접촉도 가장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균과 병균들이 많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손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 세균감염은 물론
각막에도 손상을 입힐 수 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좋지 못한 습관입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눈을
비비는 행동은 피하도록 해야 하지만 꼭 만져야 하는 경우, 콘택트렌즈 같이 손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반드시 손을 먼저 깨끗이 씻는 습관을 지녀야겠습니다.
2. 눈의 피로 줄이기
눈이 피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력이 나빠지게 되므로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 눈의 피로를 줄여주어야 합니다. 눈의 피로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행동으로는 장시간 TV 나 컴퓨터, 스마트폰을 집중해서 보는 행동이나 조명이 너무 밝거나 어두운 것도 시력을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눈의 피로를 줄이기 위해서 '20-20-20' 방법을 실행해보는 것도 좋은 습관이 될 수있습니다. 컴퓨터 일을 할 때 20 분
간격마다 시선을 돌려 20 피트 떨어진 곳에 있는 물체를 20 초 동안 응시하는 방법입니다.
3. 눈에 좋은 음식 먹기
눈에 좋은 음식은 비타민과 무기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으로 채소와 과일류를 섭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시금치, 완두콩,
당근 등이 있으며 종합비타민을 적정량 복용하는 것도 시력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4. 바른 자세 취하기
엎드리거나 누운 채 독서나 TV 를 보게 되면 두 눈이 상하로 스쳐서 초점을 맺는 곳이 올바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어 시력이 안 좋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책이나 비디오를 볼 때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적정거리에서 보도록 해야 합니다. 디지탈 기기의 스크린을
사용하게 될 경우 스크린에서 팔길이 정도로 떨어져서 보도록 합시다.
5. 규칙적인 눈 운동
눈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서는 눈 운동을 하루에 3 번 이상 해주는것이 좋습니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 위를 가볍게 눌러주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눈 주위의 혈관 혈액순환을 도와 눈의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글: 이귀옥 권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뉴잉글랜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임원, 북부보스톤교회)

5 Habits to Protect your Vision
Nowadays with the increasing use of smartphones, computers, tablet PC’s, etc, have
rapidly lead to deterioration of vision and farsightedness, often beginning at a young
age. It is very difficult to restore your eyesight once it has worsened, so you need to
alter your usual habits and protect your eyesight. Today, let's look at 5 habits to protect
your vision.
1. Do not rub your eyes
The hand is the part of our body that comes into contact with the outside world the
most, so often holds harmful germs. It is a very bad habit to rub your eyes with such
dirty hands because it can not only lead to bacterial infection but can also damage the
cornea. Should you absolutely need to touch your eyes, for example when putting on
contacts, you should develop the habit of washing your hands thoroughly before doing so.
2. Reduce eye fatigue
When your eyes become tired your eyesight deteriorates naturally, so you should reduce situations which cause eye fatigue to protect
your eyesight. Typical behavior that causes eye fatigue include prolonged exposure to TV, computer, or smartphone screens. Also,
lighting that is too dark or bright can cause eye fatigue. Prolonged focus on one object, like a computer screen, often leads to eye
fatigue. To combat this, follow the “20-20-20” rule- Look away from your computer at least once every 20 minutes and focus on a
distant object at least 20 feet away for at least 20 seconds.
3. Eat the right food
Food that good is for the eyes should be rich in vitamins and minerals like lutein and vitamin A. Peas, carrots and leafy vegetables like
spinach are good sources for these nutrients. Taking the appropriate amount of multivitamins can also help protect your eyesight.
4. Keep your distance
Reading or watching videos on a screen too close to your eyes can cause undue strain. When using your digital device, try sitting with
the monitor about arm's distance away from you.
5. Regular eye movement
To relieve eye fatigue, eye movement is recommended to do more than 3 times a day. Massage your eyes while keeping your eyes
closed, lightly making circles around the eyes.
(Written by Kiw Yun, NNKUMw’s Cultural Affairs Officer, North Boston KUMC)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1884 년, 오하이오 연회 리벤나 지방의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여선교회 회원이었던 루시디아 볼드윈은 어둠 속에 살던 한국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88 을 지정헌금하였습니다. 가족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던 볼드윈은 소망을 잃은 한국여성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여 헌금하였습니다. 성경의 밀가루 반죽에 넣어진 누룩처럼, 한국여성을 향한 볼드윈의 헌신은
커다란 사랑이 되어 한국에 전해졌습니다.

1885 년, 한국으로 파송을 받은 감리교 여선교사 매리 스크랜튼은 이 헌금으로 이화학당을 시작하였습니다. 한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절망뿐인 한국이 소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성들을 교육하였으며 현재의 이화여자대학교로 발전하여 여전히 영향력 있는 수많은
여성리더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루시디아 볼드윈과 메리 스크랜튼의 선교열매인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 한인여선교회는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1993 년, 시작된 한인여선교회는 지난 23 년간 여선교회원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로 양육해 왔으며 2 세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해서도
힘써왔습니다. 그 결과 여러 여성 목회자, 미국 여선교회 본부 회장 및
이사, 연회 및 지방회 임원 등을 배출해 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전국지도자훈련, 국외에서는 아시아 전도부인 사역을 실시하며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한인여선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선교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16 년, 2 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지도자훈련을 통해 한인여선교회 회원과 2 세 여성들은 함께 모여 나누고 배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될 지도자로 성장합니다. 전국지도자훈련을 위해서는 매번 6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 년
동안 $1,000 불을 헌금해준다면 가능합니다.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받은 여선교회 회원은, 1884 년도의 우리처럼 어둠속에 살고 있는
전세계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는 제 2 의 볼드윈, 메리 스크랜튼이 될 것입니다. 한인여선교회와 함께 우리의
헌신이 커다란 사랑으로 전해지는 선교의 새역사를 써보지 않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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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년도 후원자 명단: 안용자, 김명래, 김리자, 이경신, 송은순, 이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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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W National Office. We need $60,000 for the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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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Yongja Kim, Myungrae Kim Lee, Lija Kim, Kay S. Rhee, Eunsoon Song, Ek Hwa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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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