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행복을 위해 창조되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심히 고뇌한다. 자기가 할 

일이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Mission u 에서 

내가 맡을 강의의 제목이 ‘행복’이라는 말을 듣던 

순간, 나는 요나와 비슷한 심정이 되었다. 행복은 

내가 전할 메시지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내가 행복을 강의할 자격이 있을까?’ 

헤매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징계는 내리지 않았지만, 그 대신 처음 섭외를 의뢰하신 분의 지엄한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다. ‘목사님, 한 번 약속하면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2015 년, 

나는 행복 열차에 반강제적으로 몸을 실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행복이라는 말에 친숙하고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살고 있다. 일찍이, 고대 

희랍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생의 목적은 행복에 있다’고 갈파했고, ‘행복은 이성과 적절한 만족 

사이의 균형이다’라고 정의했다. 행복의 비결은 매사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것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행복을 온전히 정의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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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 월,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에서 인도자 교육이 있었다. 무거운 마음으로 마치 못 올 곳에 온 

사람처럼 쭈뼛거리고 있던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 나에게 도전을 던진 것은 

‘행복을 선택하라’ (Choose to be happy)라는 한 구절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이 삶 속에 가득하다는 뜻이리라. 그것을 찾아볼 수 있는 눈과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말이다. 즉,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이다. 그러고 보니, 행복은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데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이 말을 한 것 같다.  

여러분은 무엇이 행복을 이룬다고 생각하는가?  돈, 사랑, 기쁨, 만족, 성취감, 자존감, 원활한 

인간관계, 베푸는 삶, 의미 있는 공동체적 삶 등등. 여러가지가 떠오를 것이다. 아마, 여러분은 돈이 이 

목록의 첫머리에 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행복에 대해 첫 단추를 

제대로 꿴 것이다. 돈이 행복의 일정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일차적 조건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행복학교에서는 특히, 현대의 물질 만능 및 극단적인 소비주의 문화에서 어떻게 행복을 지킬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밤낮으로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수많은 상업광고 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부추기며 참된 행복의 느낌을 강탈해 간다. 그러니,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잠언 4:23 의 말씀처럼,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또, 성서적 행복관에 대해서도 공부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뜻한다.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느끼는 만족과 기쁨의 감정이어야 한다. 이것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행복이기 때문이다. 

산상수훈은 성서적 행복의 대강령이다. 특히, 역경과 박해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통한 

행복을 주목해야 한다. 성서적 행복은 우리의 구원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그것은 죄 사함을 통한 감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성취감의 표현이다. 또,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된다. 성서적 행복의 또 한 가지 측면은 그것이 

반드시 공동체적 맥락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불행에 싸인 주변 

사람들을 도외시한 채, 마냥 나 홀로 행복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요한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들, 즉 

경건의 사역과 자비의 사역을 통한 행복을 역설했다. 특히, 그는 기독교인의 심각함이 행복과 

배치되는 개념이 아님을 강조했다.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슬픔과 좌절을 드러내지 말고, 기쁘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는 생각은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오해한 것이다.  신자라 할지라도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좌절하고 슬퍼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 천상의 행복에 참여할 수 있다. 

(글: 김영주 목사, Watertown UMC, CT) 

 
 
Created for Happiness 
 

In the Old Testament, Jonah became greatly disturbed as God commanded him to proclaim His message to the 

people of Nineveh. He felt like the message was not for him to proclaim. From the moment I heard that 



“happiness” was the theme of the session that I was going to lead in the 2015 Mission U, I found myself in 

Jonah’s shoes. For a few days, I was haunted by the question, “Am I entitled to talk about happiness?” God 

didn’t put me into a punishment as He did onto Jonah, but the austere voice of the person who got me into it 

earlier this year was ringing in my ears: “Rev. Kim. Once you make your commitment to it, there is no way to 

return.” Thus, I ended up getting on board of the “happiness” train with lots of hesitance.  

We are all familiar with the notion of happiness and are eager to pursue that. The ancient Greek thinker 

Aristotle figured out happiness as the goal of one’s life eventually. He also defined happiness as ‘the balance 

between reason and appropriate satisfaction.’ It means that happiness lies in one’s learning how to be satisfied 

with one’s life. 

I attended the training workshop for the leaders in 

Charlotte, N.C. in April. My mind was heavy-laden 

and I couldn’t get into it for a while. Then, there came 

a turning point as I was struck by the phrase, ‘Choose 

to be happy.’ It should mean that happiness is at hand 

as long as one has the eyes to spot it. It depends on 

the attitude of one’s mind. Aristotle must’ve meant 

the same by his definition of happiness.   

What do you think makes up happiness? To name a 

few, there is money, love, joy, satisfaction, 

fulfillment, self-esteem, relationships, sharing, life in 

the community, etc. You might not feel right by seeing money at the top of the list. If you don’t, you’ve put the 

first button right in regard to happiness. Money could be means of happiness to some extent but it cannot be 

the primary factor of it by all means. In Mission U, we discussed at lot, in particular, how to maintain 

happiness while living in the culture of extreme consumerism in the modern society. Nowadays, we are 

bombarded by all sorts of commercials. They brainstorm us not to be satisfied with what we have and who we 

are. They deprive us of the sense of genuine happiness. Therefore, if one wants to be truly happy, one needs to 

‘guard one’s heart, above all’ as Proverbs 4:23 states. 

We also studied the biblical happiness. God wants us to be happy. Our happiness ought to be God-centered, 

though. It is the feeling of joy and satisfaction we get as we live our life in the way of pleasing God. It is the 

happiness that endures for good. Happiness in God also ought to be figured out in the context of community. 

A believer cannot claim to be wholly happy while being surrounded by very unhappy people. Biblical 

happiness is related to salvation, too. The Bible says that ‘those people whose sins are forgiven are blessed’ 

(Romans 4:8).  It is the feeling of joy and fulfillment over the course of a sinner’s recovering the image of 

God. 

Meantime, John Wesley stressed the happiness through utilizing the means of grace, namely, the works of 

holiness and the works of mercy. He also argued that seriousness does not contract the happiness in Christian 

faith. Some might say that a believer should not look sorrowful and frustrated no matter what and, instead, 

always look happy. It is quite a misunderstanding of biblical happiness. Rather, we can participate in the 

divine happiness through the comfort that comes from God. That is what Jesus means in Matthew 5:4,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will be comforted.” 

(Written by Rev. YoungJu Kim,  Watertown UMC, CT Conference)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조금 더 가까워진 라틴 아메리카” 
  

8 월 8 일, 우리 교회의 몇 분들과 함께 

볼티모어에서 있었던 선교학교에 

참가하였다. 주보광고를 보니 이번 성경공부의 

주제가 라틴 아메리카라는 말에 눈이 번쩍 

띄었다.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라틴아메리카에서 온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그들의 문화와 교육제도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리라는 생각으로 기꺼이 참가하게 되었다. 

평소에 많은 라틴계 학생들을 매일 접하면서, 지금은 사라진 그들의 고대 화려했던 

문화(마야, 아스텍, 잉카 그리고 투피과라니)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터라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특히 이번 공부를 위해 김성태 권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많은 공부를 하시고 열정으로 

가르쳐 주셨다. 

 

또한, 개회예배 순서 중 일부였던 “선교의 씨를 뿌린 여성들”이란 낭독극을 통해 그 옛날 1869 년 

6 명의 용기 있는 여성들로부터 오늘날 미국 여선교회가 시작되었음을 새삼 알았다. 그들이 뿌린 

선교의 씨앗이 지금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느낄 수 있었다. 

가장 관심을 두었던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공부에서는 그들이 세계 4 대 문명을 이끌며 먼저 앞선 

나라였지만 여러 유럽국가의 침략으로, 더러는 그들과의 융합으로 때로는 여러 나라들로 흩어져 

지금의 나라들이 되었으며, 특히 관심을 두었던 교육제도에서는 마티조(유럽인과 원주민 사이의 

인종)들은 유럽인들과는 달리 공교육을 4 년 정도밖에 받지 않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 

이날 선교학교에서 배운 많은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남미의 나라들을 선교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특히 어린이들과 여성들이 교육을 받아서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선교사(일반 선교사들도 포함하여)들이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위해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는 귀한 선교학교였다. 

(글: 김정화 권사,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2015 Delaware-Baltimore Conference Mission u 



Several of my church members and I went to Baltimore Eden Korean UMC on Aug. 8th for the Korean 

Mission u in 2015. Many church members had already been there to prepare the meeting and greeted us when 

we got there in the morning. Before I attended this meeting, I had been interested in learning about Latin 

America especially education part because I have taught English to many foreign students from South 

America. 

 

As everybody knows, the Inca Empire, the Aztecs, the 

Maya and the Pupi-Guarani were the largest empires 

in pre-Columbian America. Mr. Kim, Sung Tae 

prepared for this presentation well and we learned a 

lot from him about Latin America. I realized that they 

get public education only for four years on average. 

 

Also, I learned several important things at the meeting 

like their custom, education, and so on. Especially the 

first women's mission work for Asian women and 

children in 1800s. By attending the meeting, I am sure 

that Korean UMW are able to well prepare for our mission trip to Latin America in the future. Also, we have 

to support missionaries in Latin America. 

 

(Written by Jung Hwa Kim, Delaware KUMC)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2015 년 남가주 Mission U 를 다녀와서 
 

“흰 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 해 명랑하게 

솟아오른, 손에 손을 잡고 가는 우리 어린이, 

발걸음 가볍게 찾아가는 집, 즐거운 여름학교 

하나님의 집, 아……아……진리의 성경 말씀 

배우러 가자!” 

여러분들 중에 혹 이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는지요? 

북을 치는 전도사님을 뒤따라 가며 친구들과 힘차게 힘차게 부르며 동네를 돌고 돌아 교회로 들어가며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니지 않았는데 1960 년대 초등학교 3 학년 때 지금은 이름도 얼굴도 전혀 

기억할 수 없는 친구 손에 이끌려 딱 한 번 여름성경학교를 다니며 배운 노래인데 그 이후로 저는 이유 

없이 자주 입에 맴돌아 부르게 되고 부를 때마다 내 마음은 파란 하늘에 떠 있는 예쁜 풍선을 쫓아가는 

소녀의 마음이 되는 것 같아 기분이 상쾌해지고 행복함을 느끼곤 하였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교회라는 생소한 분위기 가운데서도 그 시간이 재미있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연합감리교인이 되어 매년 7 월 여름에 Mission u 를 참여하면 항상 이 노래를 더 기억하게 

됩니다. Mission u 가 결국 어른들의 여름성경학교가 아니겠어요? 특히 이번 2015 Mission u 에서 영성 



공부의 주제가 “행복을 위해 창조되다” 여서인지 올해는 더욱 “흰 구름 뭉게뭉게….” 자꾸 입에 

맴돌았습니다. 

지난 7 월 23 일~25 일 84 명이 Biola University 에서 함께한 Mission u 영성 과목의 강사이신 김선혜 

목사님의 첫 강의부터 목사님의 목회사역을 통한 자신을 발가벗긴 솔직한 간증과 삶을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성 공부 시간마다 제 

마음에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예쁜 풍선들이 막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적어도 그 시간만은 목사님과 함께 행복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선혜 목사님의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에 대한 강의 요약은 간단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 최상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려면 3 가지만 

실천하면 됩니다. 

(1) “나 나 잘하자,” (2) “그럴 수도 있지,” (3) “죽고, 

죽고 또 죽자” (그러나 사실 내용은 간단하나 실천은 

아주 어렵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지역공부 “라틴아메리카”는 이상호 목사님의 

차분하며 순박하시고 겸손하신 모습과 강의를 통해 

라틴아메리카의 아픈 역사, 문화, 삶을 배우며 

그들을 향해 미안함, 안타까움, 죄스러움에 숙연해지는 마음을 갖게 되었으며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위해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들의 삶을 이해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라틴아메리카를 향한 계획은 무엇일까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매년 Mission u 의 하이라이트는 우리 한인들만의 시간인 일명 ”광란의 시간”으로 조별 성극과 찬양곡 

가사, 율동 만들어 부르기 시간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모두를 배를 잡고 목젖을 드러내며 웃게 

만들어 1 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를 확실하게 날려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2015 Mission u 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된 행복한 삶을 “흰 구름 뭉게뭉게…”를 매일 부르며 

파란 하늘에 알록달록 예쁜 풍선을 열심히 쫓아가며 또 내년에 있을 2016 년 Mission u 가 빨리 오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2015 년 Mission u 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하여 주신 최미란 회장님과 한 마가렛 

교육부장님, 그리고 장호경 코디네이터와 모든 임원들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글: 최경애 권사, 남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부회장,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 

 

 
  



 

“The morning sun rises cheerfully in the sky, filled with 

round white clouds, children hand in hand, walking happily, 

fun filled Vacation Bible School, God’s house, Ah… Ah… 

Let’s go to learn bible stories” 

Perhaps, some of you may remember this song? 

I remember that my friends and I were singing this song 

following the drumming pastor who was going around the 

town calling children to the church. I was not a believer 

then. But in 1960, when I was in 3rd grade, I was led by a 

friend, whose name I cannot even recall, to the church to 

learn this song.  For no reason, since then I keep humming this song.  Every time I sing this song, it reminds 

me of my childhood. I am refreshed and happy like a little girl following a pretty balloon.  I guess I enjoyed 

the VBS even though it was an unfamiliar environment for me. 

Now I’ve grown up to be a United Methodist Woman.  Every time I attend the Mission u in July, I think of 

this song again.  Don’t you think that the Mission u is like a VBS to United Methodist Women? Also, since 

the spiritual subject of this year’s Mission u was “Created for Happiness”, this song was buzzing in my head 

even more. 

I attended the Mission u from July 23 to 25 at Biola University with 84 Korean UMW sisters. From the very 

first session of the spiritual class which was led by Rev. Sun Hae Kim, I realized once more what it means to 

have a “Happy Life in God”.  The honest testimonies of her life and her ministry truly inspired me.  Every 

session was so powerful.  I felt like a little girl who had colorful balloons in her heart floating in a blue 

sky.  At least during that class with the Rev. Kim, we were experiencing happiness. 

The message by Rev. Kim about the happiness in God was very simple. 

What God provides me now is the best.  If you want to be happy, just do these 3 things: 

(1)“Know yourself!” 

(2)“Be open and accepting in all situations!” 

(3)“Be humble and be patient to the end” 

These may be very simple instructions, but we all know how difficult it is to act out these. 

For the geographic class “Latin America”, Rev. Sang Ho Lee led the sessions with his calm, naïve, and 

humble style.  We learned about the Latin America’s painful history, culture, and life style. I felt sorrow, 

regret and guilty feelings toward them. Now I want to have a more open mind towards them and to try to 

understand and love them more.  It also gave me a chance to contemplate what God’s plan will be in Latin 

America. 

The highlight of the Mission u is a “Time of Madness” – an event in which we do a skit, a praise song, or a 

dance.  In previous years this event has never failed to bring us laughter and joy.  It was the time to blow away 

the stress which had piled up all year. 

I will treasure the realization of the true “Happiness in God” from this year’s Mission u by singing the “round 

white cloud” every day, and I anxiously await next year’s Mission u. 

I thank the officers who planned this year’s Mission u, especially Milan Choi, SCKUMW president, Margaret 

Han, Chair of Education committee, and Ho Kyung Chang, Korean language coordinator. 



 

(Written by Kyung Ae Choi, Vice President of SCKUMWN )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학교 

  

캘리포니아의 눈 부신 햇살이 빛을 발하는 날, UC 

DAVIS 에서 1 박 2 일의 선교학교가 열렸다. 

북가주의 여러 교회에서 모인 70 여 명의 

회원님들이 서로 반가운 미소를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개회 예배를 드렸다. 이어서 올해의 

주제인 '행복을 위해 창조되다' 와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을 각각 두 차례로 나누어 

강의하는 시간이 있었고, 성찬식과 함께하는 폐회 

예배로 이어졌다. 

'행복'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신 김영권 목사님은 편찮으신 중에도 오셔서 편안한 미소와 간증으로 

강의를 이끌어주셨다. 행복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창조하신 그 행복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미리 준비해두신 잡지를 펼쳐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의 사진도 찾아보고, 교재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찾아보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한복음 6:35) 

원탁에서의 나눔과 토론을 통해 다른 분들의 행복도 만나고 나의 행복도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됨을 감사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에 세상의 안목과는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다지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강의를 맡으신 류제성 목사님은 다양한 자료 준비와 흥미진진한 예제로 강의 

내내 탄성과 환호의 박수가 넘쳤다. 고등학교 이후 멈추었던 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되어 기뻤고, 

일목요연하게 준비도 잘해주셔서 모두가 많이 유식해진 느낌을 받았다. 또한, 남미 지도를 훑어 

내려가며 우리가 선교할 곳이 어디인지 찾아보라는 말씀에 선교의 불꽃이 튐을 느꼈고, 아직도 

가난하며 미개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부흥하기를 기도하게 되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8) 

여유로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에 대하여 언제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하게 되었다. 



영적인 공허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 그리고 선교의 열정을 품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이 아직도 귀에 쟁쟁하다.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해 주신 목사님과 알찬 프로그램,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신 임원진께 감사드리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글: 조종은 집사,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Mission U took place on UC Davis campus over two days, August 7-8, in midst of blindingly beautiful 

California sunlight. The opening worship was one filled with God’s grace, joined by some 80 women from 

various churches in Northern California came together, greeting each other with smiles. After the opening 

worship, two lectures were given on the topic of this year’s studies, ‘Created for Joy’ and ‘Latin American and 

their Faith’ followed by closing worship. 

Rev Kim, Young Kwon led the study on ‘Created for Joy’ with his peaceful smiles and personal testimony 

even though he was feeling a bit under the weather. It was a meaningful time of reflecting on how we are to 

enjoy the joyful life that God had created for us with the new understanding we have gained on the topic. We 

also had activities searching the magazine pages for pictures displaying happy moments as well as reflected on 

happy relationship with God from the study guide. “Then Jesus declared,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John 6:35) 

We also felt grateful for the round table discussions where we shared each other’s joyful moments. As the 

children of God, we reflected on how we are to live by discernment gained from renewing our minds.  

Rev Ryu, Jae Sung who led the study on ‘Latin America’ with wealth of materials and interesting examples, 

raised exclamations and praises by the women 

throughout the lecture. Women were happy to study 

history, a topic that was abandoned since high school, 

and also felt that they became bit more intelligent from 

such a well-organized study. As we were asked to 

study the map of Latin America to look for mission 

sites where we could serve, we felt the igniting spirit 

of mission and were led to pray for the people living in 

uncivilized and poverty stricken conditions that they 

may also receive God’s word.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Acts 1:8) 

As people living in this abundant land, we wrestled with the question of what are some things that we can do 

and when and how we are to carry out such mission. The words challenging us to find spiritual discernment in 

God and to go to the ends of the earth with passion to spread the gospel still ring in my ears.  

Many thanks go out to the two pastors for leading the studies and to the officers for organizing a great 

program and providing snacks. Praise God for the opportunity to reflect on my current spiritual state and for 

giving me a renewed heart for mission. 

(Written by Cho Jong Eun, Santa Clara K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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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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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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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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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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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