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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훈련(1 

안녕하십니까? 

북가주 연회의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에서 온 

김현주입니다. 

처음 전국훈련에 함께 가자고 권유 받았을 때는 이 

교육에 관심이 없었는데 권사님의 계속되는 권유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을 하나의 

썩어지는 밀알로 드려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전달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저를 고치시는 중입니다. 

이번 교육이 저에게는 "선교 잘하는 법을" 배우고 느끼고 알아가는 시간이라기보다, 주님이 저를 

부르시고 사랑을 흘려 보내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시간입니다. 

첫째날, 이성현 목사님의 말씀 중에 나의 스토리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증인으로써의 삶이, 말씀에 

이론이 붙여지면 감동을 전달하는 살아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저의 머리를 치는 

울림입니다. 저만의 울타리 속에서 자신만의 안위를 위하여 살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막 한 

가운데를 걷고 있는 나그네를 외면한 채로 말입니다. 이제, 저에게도 소망이 생깁니다. 저의 이야기가 

어느 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고 있노라고 말 할 수 있기를 말입니다. 

둘째날, 김혜선 목사님의 생기를 잃은 마른 뼈들은 단단하게 굳어 있는 저의 마음을 보는 듯 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불어 넣어주신 생기가 이제는 흘러, 저를 통하여 다른 곳에 들어가게 하는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서서히 깨어져가는 가는 저를 봅니다. 각자 다른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나와 다른 

이들....아직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여선교회 선배님과 선교사님의 삶 자체가 

증인으로써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셋째날, 김혜선 목사님은 다시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겸손은 이제 저의 선택이며, 제 자신의 

두터운 껍질을 벗고 나와 여선교회 회원으로 선교 

활동에 함께 하겠습니다. 

 

Harriett Olson 국장님의 여선교회 선교 사역에 대한 

150 년 역사 설명은 가슴 깊이 파고 드는 감사함으로 

고개를 숙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 속에 



선교 사업은 지속이 되었으며 선배님의 값진 유산은 오늘을 살고 있는 저에게 까지 전달이 됩니다. 

국내 선교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위하여 열정을 몸소 불태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 없는 기도와 

후원이 지금의 여선교회가 있게 한 거룩한 희생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 함으로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했습니다. 

넷째날, 김혜선 목사님의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감사를 위한 조건의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우리는 실제 사건에 대한 경험을 이야기 할 때 해석에 의해 의미를 부여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신앙의 

해석이 담겨진 경험자의 스토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창조 하셨던, 주님을 닮은 

우리에게 말은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 파워풀한 수단입니다. Birth 와 Death 사이에서 Choice 는 우리의 

몫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책임입니다. 

저는 이에 기반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잘 실현 되어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이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하게 휘몰아치는 태풍의 눈 

한 가운데로 빨려 들어감을 느낍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사명을 선배님들처럼 열정을 가지고 다가 

갈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봅니다. 

(글: 김현주 집사,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전국훈련(2) 

 

Hello! 

My name is Sea Kim or 김시영 and I am from Ede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Baltimore, MD. I 

went to conferences and mission trips before but 

because I have a bad memory I honestly do not really 

remember what I learned. I mainly went to these things 

to go places with my church friends. But I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go to the Peace Seminar in Korea 2 

summers ago and it was my first real encounter with 

the United Methodist training by myself. It really 

broke me out of my comfort zone to learn things for myself by myself. I was there for myself and I absolutely 

loved my experience there. I met my new role models, Reverend Kim, Sung Oak, and Mrs. Rhim… I cried so 

much when it ended because I met so many amazing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I wanted to stay there 

forever! I never realized how important and special being a woman is. I left feeling very empowered with a 

new passion that I could do anything but going back home I ended up living my normal life again. So last year 

I went to the Women Leadership training in New York to have that reminder once again. I left that training 

with many thoughts and another great experience.  

I am now a senior in college and I am graduating in May but I honestly do not know what I will do once I 

graduate. What is God’s plan for me? I came here this weekend to Nashville to sort of get away from school 

and think again about my future. I realized what kind of leader I want to be thru the seminar with Sung Oak on 



Friday.I learned from Reverend Kim that God has a plan 

for me but it’s not directed by God, we are the authors. 

Only Birth and Death are not our choice but everything in-

between them is. So my life in entirety is God’s plan but 

it’s made from my own freedom and choices. So I don’t 

have to wait and worry about what God’s will is for me, I 

just have to act. I learned from Reverend McDonald that I 

should act on my passion but I shouldn’t be discouraged 

that I haven’t found it just yet since she found hers at age 45. I am so thankful for my time here and so 

thankful that United Methodist do these trainings. It really makes me feel that I am not alone, I have an 

amazing support from LA to Hawaii… It’s scary not knowing the future but I just want to keep on believing 

that I can do it! 

난 할 수 있다! 

(Written by Sea Young Kim, Ede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찬양제 

 
뉴욕 연합회 제 12 회 연합 선교 찬양제를 마치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지난 9 월 13 일에 뉴욕연합회가 주관한 제 12 회 연합 

선교 찬양제가 뉴욕 감리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뉴욕 

감리교회 찬양팀의 인도로 시작하여 뉴욕 연합회 

활동을 영상으로 본 후 예배를 드리고 찬양의 순서를 

가졌습니다. 

연합 선교 찬양제의 목적은 뉴욕 연회 안에 한인교회들이 함께 모여 찬양 드리고, 한인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아시아 전도부인사역에 동참하기 위함이며 선교헌금은 이번 찬양제 책자의 광고 

후원금과 헌금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회 안에는 약 30 여 한인감리교회가 있는데, 이번 찬양제는 6 교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이 되어서 2 교회가 사정이 생겨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약 200 여명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모두 다양하고 특성 있게 Youth Orchestra, 성가대, 남성중창단, 

여선교회원들 그리고 목회자팀 등이 참석하여 저마다 열심으로 준비해온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는 뉴욕감리교회 담임목사님이신 강원근목사님이 "안식이 되어주는 여선교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어 

서로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실 때 늘 노력은 해 왔지만 더욱 더 우리 여선교회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하는 우리 여선교회의 역할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2003 년부터 뉴욕 연합회 임원을 맡아 일하면서 해마다 큰 행사를 접할 때 마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항상 새해맞이 예배, 선교걷기 그리고 찬양제 등 큰 행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드리게 되며 내가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또 염려하였구나 하고 뉘우치게 되지요. 책임을 맡은 사람으로 

준비하고 모든 순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오는 큰 부담감은 없을 수 없으나 또 다시 내가 

너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준비를 하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찬양제도 예외는 아니였지요. 

이렇게 부족한 저를 하나님 천국잔치에 불러주심 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인간적인 계산으로 평가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을 다시 보며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 

받음에 먼저 감사를 드려야 하는데... 

언제나 여선교회 일을 통해 주께서 역사하심을 역력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또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찬양연습을 통해 서로가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며 서로를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었을 줄 

믿습니다.  빠트릴 수 없는 것은 찬양제가 열리는 교회의 여선교회를 통해 정성과 맛이 어우러진 저녁 

또한 감동이지요. 장소와 저녁까지 제공해 주신 뉴욕감리교회 목사님과 온 교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찬양제를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준비하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모두를 

감동케 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내년 찬양제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주세요!  

 

(글: 임성혜 권사,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 전국연합회 공천위원장) 

 

 
 

12th Annual Praise Night of NYC KUMW Network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I glorify you with thanksgiving and 

praise, one who is always with us and through us, you always accomplish your will. 

On September 13, 2015, the 12th Annual Praise Night was held at NY Plainview UMC. It began with music 

led by the NY Plainview UMC praise team and was followed by watching the summary of 2015 activity of 

NY KUMW Network. After that, we had a worship service followed by the presentation of praise music from 

various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The purpose of having the Praise Night annually is first of all for us get together to praise God with songs and 

musical instruments. We also to raise fund for the Asia Bible Women Mission through offerings and 

advertisement printed in the Praise Night booklet. 

New York Annual Conference has about thirty Korean UMC’s. At this event, six churches participated and 

two other churches that were planning to attend were unable to attend the event at the last minute. The event 

was attended by two hundred people, in which a youth orchestra, mixed voice choirs, a men’s choir, a KUMW 

choir, and a choir made up of ministers participated. 

For the worship service, the Rev. Won Kuen Kang of NY Plainview UMC gave sermon entitled “United 



Methodist Women, a Place to Rest.” He said that as we live 

our lives in relationship, we each have our role to play and 

that role should provide a shelter for each other. From this 

sermon, I realized that we as UMW, we should try even 

harder to be a resting place for people outside of the church 

as well as for people within the church.  

Since 2003, as a KUMW officer, I was involved in various 

big events annually. Every time I became involved in the 

preparation for the events like this, I felt that the tasks were 

difficult. However, I always thank God for His love and 

grace, and provision on my way home after the events. I 

realize that it is not my doing but God who is doing the work. I know that the people who have responsibilities 

for events like this one will have some burdens on their shoulders in order to succeed, and I was a bit anxious 

and restless about this event. 

I should have thanked God for the invitation to the heavenly banquet. I know I should have thanked God for 

using me as I usually judge things according to my own standard and am rarely satisfied, but I thank God for 

using me as His instrument for ministry. 

I give thanks and praise to God who always helps me to see and experience His love and grace through my 

involvement with KUMW. God is indeed in charge of everything. 

I trust that each group that participated in the Praise Night had great experience of God’s grace during their 

time together to prepare for the event. I thank NY Plainview UMW for delicious dinner they prepared and 

their heartwarming welcome. I also thank the congregation and Rev. Won Kuen Kang of NY Plainview 

KUMC for their hospitality. Finally, I thank all the participant praise groups for their beautiful music that 

deeply touched out hearts. 

Hope to see everyone again next year at the Praise Night. 

(Written by Sung Hea Rhim, Korean Methodist Church and Institute, NYC KUMW Nomination Chair)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기다리던 선교학교에 다녀왔다. 배상철목사님께서 

인도해주신 올해의 주제는 "행복을 위해 창조되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의 이해"였다. 사람이면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한다. 

"참된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 행복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가? 과연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을 가지고 다시 학생이 된 기분으로 

선교학교에 갔다. 

교실에 들어가자, 각 나라 말로 "행복"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돌멩이와 꽃으로 장식된 제단이 환하게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1 년만에 다시 만난 여러 교회에서 오신 여성들을 뵈며..우리는 벌써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간단한 아침예배를 마치고 행복수업이 시작되었다. 

"행복은?" "주고 받는 것, 생각하지 않았던 사랑, 배려, 소통, 나눌 때 생기는 기쁨, 자연 속에서 느끼는 



감정, 평범한 삶 속에 숨어 있는 것, 손님접대, 싫어하던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 각자 경험한 행복의 

정의였다. 

배상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선교학교를 마친 후 달라질 수도 있다고... 

정말 그랬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 행복이란 단지 마음이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만족감, 성취감이다." 

또한 "우리가 슬플 때에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구절은 우리로 하여금 한 단계 

성장한 행복의 개념을 생각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서로에게 해준 "이쁜 짓"이 하나 있었다. 책상위에 준비 된 Heart 가 달린 각자 

이름이 쓰여진 봉투에 누군가가 그 사람에 대한 칭찬을 써서 넣어주는 것이다. 두 번, 세 번...자꾸만 

넣어주었다. 나중에 행여나 마음이 우울 할 때..이 쪽지를 다시 꺼내보라고...그래서 다시 

행복해지라고... 

우리는 모두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속에 그 행복이 머물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복을 나누어야 한다. 줄수록 채워지는 행복의 공식...어떻게 참되게 행복해질 수 

있나? 한 수 배우고 온 아주 많이 행복한 하루였다. 선교학교는 7 월 25 일 토요일에 Southern NH 

Univ.에서 일일선교학교로 열렸다. 선교학교를 마치고 미국 분들과 같이 한국문화활동시간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통부채를 만들었다. 

(글: 이재숙 권사, 뉴잉글랜드 연합회 교육부장) 

 

 
 

This year we were happy to attend mission U again, 

which we were looking forward to all year. 

Pastor Sang Chul Bae was the leader for my class. The 

classes main theme was “Created for Happiness.” 

Everyone wants to be happy, but what is real 

happiness? Can we create our own happiness? Where 

can we find happiness? There are so many questions 

about happiness. We were happy to see those friends 

whom we haven't seen since last year’s Mission u. We 

felt like school children returning to school. 

The classroom was decorated beautifully, there were 

rocks with “happiness” written on them in different languages. The room was also decorated with flowers that 

made the room feel welcoming. After a brief morning service, “Happiness” class started. 

What is happiness? 

Happiness is give and take, unexpected love, caring, good communication, and the joy of sharing. We find 

happiness in nature, hosting for friends & family, and sometimes happiness hides in ordinary life. 

Happiness can also come when our hearts come to like something we didn't used to like. 

Everyone has their own way of experiencing happiness. 



We were told by Pastor Bae that our understanding of happiness might change after taking his class. It was 

true. We learned so many things from the book and our sharing. The most memorable message we received 

was, Happiness is not living in comfort. When we live life as God intended we can find true happiness. 

Happiness does not only exist with joy, but also when we feel sad we can find deep happiness in God. 

This year we did a sweet thing for each other. We received a bag with a heart on it. Our names were written 

on the bag given to us. Throughout the day the members at the same table wrote encouraging notes to each 

person and put it in to their bags so we can take read the notes when we feel sad to cheer us up. 

We were born to be happy, but in order to keep that happiness in our heart, we must share that happiness with 

other people. The more we give the more happiness will fill our heart. That is the formula for happiness. 

After the class we had joint worship with both Korean and American attendees. After the joint worship, we 

were able to put on a cultural event. We made Korean traditional fans. This year Mission U was held on July 

25, 2015 at Southern New Hampshire University. Study leader Rev.Sang Churl Bae is currently serving at 

Jericho, Waterbury Center and Vermont Korean UMC's. 

(Written by Jaesook Lee,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Education Officer)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는 1993 년부터 2 년마다 전국 

지도자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9 월 말에 내쉬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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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나감리교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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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없이 전국 지도자훈련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매번 5 만불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2015 년에 실시될 전국지도자 훈련 비용 5 만불은 

한인여선교회 회원 한 사람이 2 년 동안 $1,000 을 헌금해 준다면 가능합니다. 

 

함께하면 쉽습니다!  

 

우리들의 $1,000 헌금을 통해서 평신도 지도자로 훈련 받은 한인여선교회 1 세와 2 세 여성들은 인생의 

어두움 속에 사는 여성들과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통해 희망을 주는 제 2 의 볼드윈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서 선교의 열정을 가진 우리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함께 헌금하여 전국 지도자훈련을 통해 

선교의 새 역사를 써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1,000 헌금 방법) 

매달 $45 또는 1 년에 $500 을 2 년동안 전국연합회에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heck 발행은 NNKUMW, 주소는 NNKUMW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자세한 문의는 김명래 총무 (mrkim81@gmail.com  /  914-473-7401 )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후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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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최관호(뉴욕), 뉴잉글랜드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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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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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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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 Alexander K. Choi(New York), New England 

Korean UMW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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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