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을 다녀와서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전도부인 사역으로 ‘제 2 회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이 지난 4 월 26 일부터 28 일까지 2 박 3 일 동안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인 알마티에서 311Km 떨어져 있는”우소도베” 

에서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전도부인 사역은 130 년 전에 메리 스크랜튼 여사가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사역이며 그 나라 여성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해 지도자로 

세우고 그 지도자들이 다른 여성을 훈련하는 여성지도자 훈련이다. 

그러한 전도부인 사역의 전통을 이어받아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매년 중앙아시아에서 기독여성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은 한국에선 스크랜튼 여성지도자 센터의 사무총장 김혜선 목사, 미국에선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김명래 총무, 재정부장이신 이경신 장로, 남가주 연합회 최미란 회장, 남가주 연합회 부회장 박옥란 권사,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라시아 지역의 UMW 코디네이터인 Elena Melnikova 등 모두 6 명이 인도자로 참석하였다.  

카자흐스탄은 1991 년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 독립한 중앙아시아에 있는 한반도의 12 배 크기의 영토가 넓은 나라로 

많은 지하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다.  종교는 무슬렘과 러시아 정교회가 90%를 

차지하고 개신교는 2% 정도밖에 안 된다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은 연합감리교회 세계선교부에서 은퇴하신 박희진 선교사가 사역하시는 우소도베 의 ‘청년 

선교센터’에서 진행되었다. 우소도베는 우리가 비행기로 도착한 알마티에서도 5 시간 자동차로 이동하는 먼 거리에 

있었다. 그곳은 구소련의 스탈린에 의해서 1937 년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시베리아에서 살고 있던 50 만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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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들을 기차로 실어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곳의 한 지역으로 그 당시 3,200 명의 고려인들이 우소도베에 

버려졌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버려진 고려인들은 영하 50 도의 추운 겨울을 토굴을 파고 생존하였고 봄이 되자 

맨손으로 그 벌판을 논과 밭으로 개간하였다. 그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간 역사의 흔적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 

있어 우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 그곳에는 고려인의 후손들이 아직도 힘겹게 살고 있었다.  가난한 고려인들과 

카작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몸과 마음으로 

섬기는 박희진 선교사를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사역하시는 것을 보면서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이번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은 “평화와 여성”이라는 주제로 

카자흐스탄, 키르키르스탄 에 있는 11 개 연합감리교회에서 

50 명의 여선교회 지도자들, 여자 신학생들이 참석하여 함께 

나누고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졌다. 언어는 러시아어로 

인도자들은 영어와 한국어로 강의하면 통역자들이 러시아어로 통역해주었다. 특별히 우소도베에서는 고려인 여선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분들이 함경도 사투리가 섞인 한국말로 우리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였는데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모른다. 

김혜선 목사의 성경공부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여선교회 

회원들을 보며 앞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큰 기대가 되었다. 김명래 총무의 열정이 넘치는 “기독교인의 

건강한 부부생활” 강의를 통해 여선교회원들이 어떻게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가를 함께 고민하고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이경신 장로의 “다세대 간의 대화”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말의 긍정적인 힘, 부정적인 힘, 

크리스천의 가족관계, 등 우리가 꼭 배워야 하고 세대 간의 의사소통에 관해서 참여자들과 대화하는 즐거운 

시간이었다. 최미란 사모의 찬양과 율동은 매시간 마다 참가자들을 뜨겁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였다. 나는 공동체 

훈련으로 ‘풍선 만들기와 Craft 워크숍으로 ‘십자가 만들기’를 인도하였는데 참가자들이 어린이들처럼 즐거워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올해 2 회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에서는 2 가지를 결정하였다. 첫째, 참석한 여선교회 지도자들은 이번 훈련의 

주제인 ‘평화와 여성’을 실천하기 위한 계획을 교회별로 세우고 각 교회의 대표자들이 실천 내용을 Facebook 과 

이메일로 프르메 선교사에게 3 개월에 한 번씩 보고하며, 내년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에 그 결과들을 보고하기로 

하였다. 두 번째, 카자흐스탄과 키르키르스탄에서는 UMW 를 조직하고 나라별로 여선교회 임원들을 선출하며, 두 나라 

임원 중에서 중앙아시아 UMW 임원들을 선출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중앙아시아 UMW 임원단이 유라시아 UMW 와 

연결되는 것이다. 

우리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선교센터에서 새벽이슬 같은 김유민 선교사와 프르메 선교사 부부, 그리고 중앙아시아의 

선교의 어머니 박희진 선교사의 아름다운 동역을 보면서 중앙아시아에서 연합감리교회 선교의 미래가 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지임을 느낄 수 있었다.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을 통해 인종과 언어를 초월하여 하나 되어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여선교회 회원들을 

위해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끝으로 이번 중앙아시아 

기독여성훈련에 참여한 11 개 현지 연합감리교회들을 소개하며 각 교회의 목회자들과 여선교회 지도자들 위한 기도를 

부탁한다. 그들은 비록 작은 교회들이지만 중앙아시아에서 주님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큰 사명을 

지닌 교회들이다.  

“임마누엘, 아스타나, 자이샨, 우스찌코멘, 젯뜨겐, 알마티, 키르키스탄비스켓, 이바노브까빌라브스까야, 아르노브까, 

카라발브따 연합감리교회” 슬라바 보구  - 주님 안에 평강을 기원합니다!  

(글: 박옥란 권사, 남가주 연합회 부회장, 윌셔연합감리교회)  



 

The Second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Central Asia 

The NNKUMw, as part of their Bible Women Mission, held the Second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Central Asia from April 26th through 28th, for three days and two nights in Ushtobe, which is located 311Km from 

the old capital of Kazakhstan, Almaty. 

The Bible Woman Mission was started in Korea by Mary Scranton 130 years ago.  Its purpose is to train local 

women to be disciples of Jesus Christ, to be leaders, and to be equipped to train other women to be leaders. 

Adopting the spirit of this Bible Woman mission, NNKUMw continues the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Central Asia every year. 

For this year’s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Central Asia, there were six leaders. Hea Sun Kim, the 

executive director of Scranton Women’s Leadership Center; from South Korea;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of NNKUMw, from USA; Kay S. Lee, finance committee chair of NNKUMw; Milan Choi, president of  Cal-

Pacific KUMW Network; Ok Ran Park, vice-president of Cal-Pacific KUMW Network; and Elena Melnikova, Eurasia 

UMW coordinator who joined us from Russia. 

Kazakhstan became independent from the USSR in 1991.  Its size is about 12 times tha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is known for its abundant natural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oal.  90% of the population is either 

Muslim or Russian Orthodox. Protestants only account for 2% of the total population. 

The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Central Asia 

was held at the Youth Mission Center in Ushtobe, where 

GBGM retired missionary Helen Park does her mission 

work.  She is a retired missionary of the UMC Global 

Mission. We landed in Almaty and drove five hours to 

Ushtobe. In 1937, Stalin forcibly deported approximately 

500,000 on trains to Central Asia, leaving 3,200 Koreans 

abandoned in Ushtobe.  These people survived the winter 

by digging crypts and scratching shelters from the soil. At 

night the temperature could drop to 50 degrees Fahrenheit 

below zero. When the spring came, they cultivated the field into rice paddies with bare hands.  Our hearts were 

aching from seeing the traces of their painful history.  Descendants of Koreans are still living in the area and are 

suffering economically and socially.  Watching Helen Park so unselfishly serving the poor Koreans and Kazakh 

people, giving everything she has; we felt God’s love.  We realized once again that mission is carried out by God, 

not us. And God works through the missionary. 

The theme of this event was “Peace and Women”.  Fifty ladies consisting of UMW leaders and female seminarians 

from 11 United Methodist Church of Kazakhstan and Kyrgyzstan attended the event.  They shared, learned and 

grew together through the event.  The primary language was Russian. When the leaders lectured in English and 

Korean, an interpreter would translate the lectures into Russian.  We were especially impressed when the leaders 

from Ushtobe were speaking a Korean dialect known asHamgyŏng while sharing a meal with us.  

Through the bible study conducted by Rev. Hea Sun Kim, the attendees thought  hard on how to know the self 

and to hear God. While watching them, I looked forward to how God was going to lead them. Myungrae Kim 

Lee  led an enthusiastic lecture entitled,“A Healthy Married Life of Christian Couples”.  This workshop was about 



how they can form a happy home in the eyes of the Lord.  The “Multi-generational communication” workshop led 

by Kate Lee taught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 and children, positive power of words, negative power, 

and Christian family relationship –thing even we have to 

learn.  The participants happily shared what they have 

learned about the multi-generational communication.  The 

praise singing and dancing led by Milan Choi heated up the 

participants and made them come together as one. As the 

community building exercises leader, I led balloon making 

and also led ‘Cross Making’ as a craft workshop.  Everyone 

participated actively like happy children. 

Two things were decided at this year’s Christian Women’s 

Leadership Training in Central Asia. First, the participants will 

make implementation plans at their own churches, and report them to GBGM missionary Prumae every 3 months 

via Facebook or emails. Then, the results will be presented at the next year’s leadership training.  Second, the UMW 

will be formed in Kazakhstan and Kyrgyzstan, with officers elected per country, as well as Central Asia UMW officers 

from those two countries.  This way, the Central Asia UMW officers will be connected with the Eurasia UMW 

officers. 

At the mission center of Almaty, Kazakhstan, as we witnessed the beautiful mission works by GBGM missionary Rev. 

Yoo Min Kimand his spouse Prumae Kim, and retired missionary Helen Park, mother of Central Asia mission, we 

were assured that the future of the mission of the UMC in Center Asia is bright and pleasing to God. 

I pray that we can be supporting missionaries to these local UMW members who have overcome the racial and 

language barriers and bear the beautiful fruits of Jesus. I want to end this report by uplifting the 11 local UMCs 

that participated in the event and ask for your prayers for their church leaders as well as the UMW leaders. They 

are small and weak now, but they possess a large mission to spread God’s kingdom.   

Seulaba Bogoo – Peace in the Lord! 

(Written:  Grace Park, Vice President of Cal-Pacific Conference Korean UMW Network, Wilshire UMC)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걷기 

화창한 봄 날씨에 자연과 더불어 아시아 전도부인 선교사역을 

위해 함께 걷는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작년과 같은 장소인 Hessian Lake, Bear Mountain State 

Park 에서 4 월 30 일, 토요일 아침에 모여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말씀은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김교묵 

선교사님이 “증인 된 삶”이란 제목으로 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간단한 운동을 하고, 2 마일 거리인 Hessian Lak 을 두 바퀴 걷고,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임원들이 준비한 맛있는 점심을 

먹는 즐겁고 보람된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마음과 한뜻으로 한목표를 위해 함께 한다는 것은 축복이요, 더 

나가서는 그 축복을 함께 누리는 것이 기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걷는 선교의 발걸음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하심을 선포하는데 



참여하는 귀한 사역임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13 년째 되는 아시아 여성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뉴욕에 

사시는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과 그들의 가정이 참여하시고, 또 여러 교회 

목사님들과 두 분의 선교사님, 특히 뉴드림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처음으로 함께하셔서 더욱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또한, 참석은 못 하셨지만 선교걷기를 위해 헌금을 보내오신 뉴욕 

그레잇넥교회와 뉴욕 감리교회의 목사님과 교우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교걷기를 위해 강순애 여선교회 회원께서 편집하시고 쓰신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는 걷는다” 

 

우리는 걷는다. 

아시아 여성들을 위해 오래전 한 꿈과 한 희망으로 시작된 머나먼 길, 

이 길의 목적지는 선지자들이 보았던 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풍요의 땅.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라” (이사야 65) 

그 꿈을 실현하려고 우리는 걷는다. 

생명을 향하여 걷는다. 

아시아의 자매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는 걷는다. 

함께 걷자고 부르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정의롭게 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너그럽게 사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  

절망 속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이 되라고  

서로를 섬기며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 걸으라고 부름 받았기에  

우리는 걷는다! 

 

(글: 김순덕 집사,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Port Washington UMC) 

 

 

"Walk For Mission: My Experience as a Young United Methodist Woman 

Today is nothing short of beautiful. The clouds have parted 

to reveal calm blue skies. The sweet, fresh fragrance of the 

mountains took part in each breath I took. I look up to the 

sky to meet the spring sun’s welcoming warmth of the early 

day. Thank you Lord, for yet another beautiful day you have 

given! 

             Today is the 30th of May, and Bear Mountain 

State Park is as radiant as ever. All though I had woken up 

tired and groggy, the great outdoors have gingerly 

dissolved the sleepiness from within me and replaced it 



with a sense of fresh renewal that comes with this joyous season of spring. When my mother invited me to the 

Walk for Mission at Hessian Lake, I only had a vague idea of what this event would entail. I imagined dozens of 

United Methodist Women overtaking the park with bright colored sneakers and great big hats, all walking together 

in a big pack. What I witnessed this Saturday included this expectation, but succeeded it in so many ways. The 

Walk for Mission was a great gathering of the church that exemplified the essence of community and outreach.  

             From the start, I was able to witness the joy God has given us by taking part in fellowship with one 

another, as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As each group arrived to the site, many hugs were shared, along with 

great big smiles. It appeared that everyone knew each other! Even though this was not the case, the sense of 

community was so heartwarming that even though I did not know many people, I felt a sense of familiarity; despite 

the number of unknown faces. The sense of community could be felt especially as we opened the day with 

worship. Singing hymns together as a united body was nothing short of meaningful. Worshiping the Lord in unison 

was empowering. As I looked around, I saw young women and older women- women each with a different 

upbringing and generation, united in this moment, praising the Father. For we are all united as His daughters, 

making us all sisters in Christ. The coming together as sisters in Christ was truly uplifting, joyous, blessed, and 

inspiring. 

             Following the worship service, we walked around the beautiful lake, in which I took the time to take in 

the vibrant scenery. Sharing the experience of nature with my fellow United Methodist Women was a joy in itself. 

What better way to spend time than conversing and immersing yourself with your sisters and nature? Two of God’s 

sweetest creations! Right after a lovely walk around the lake, we 

all sat together to share a delicious meal. How could we hike 

without the presence of Korean food?  

             At this time, Mrs. Myungrae Kim as an executive 

director of National Network Korean UMW introduced me to 

someone she had just met, a young woman who was having a 

picnic with her family at the park, not far from where we were. I 

soon found out that she is a junior in high school who moved 

from Uzbekistan, and happens to take great interest in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e invited her to join us and try 

some rice, kimchi, and Korean style chicken. From getting to know each other, I learned that she loves Korean 

dramas and culture, and she spoke a few Korean words quite well! I was inspired by her willingness to learn 

Korean, and it encouraged me to share my own Korean identity. In exchange I met her family and tried some 

Uzbek food. In reflection of our exchange of cultures, I am grateful for having this opportune moment for us two 

young women, who grew up in different backgrounds and countries, to share a meal together in a open, loving 

environment. It was such a God given opportunity to welcome someone in our smaller KUMW community with 

such warmth and love. 

             Meeting the young Uzbek student and her family represented, on a wider scale, the epitome of the 

KUMW in Mission. The love that we share with each other which brightly showed among our joyous fellowship with 

one another is through the love we share in Christ. This love we have received and share is too large for us to have 

only among our community. As children of God we are compelled to share the love with those around us. It is this 

love of Jesus that exceeds all boundaries, whether it is racial, economical, sexual, and any other line that divides us 

from another. That is why we as sisters in Christ aim to cross boundaries in order to be radical agents of love. It is 



because of this mission, we are united as daughters of the one God whose love is even so strongly evident in 

today’s "Walk for Mission."  From the gift of this beautiful day to such precious fellowship, may we continue to 

share God’s grace in every walk that we have in life. 

(Written: Bomin Choi, NY Conference KUMW Young Woman)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화해사역 세미나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화해사역 세미나’가 지난 

6 월 4 일 "개체교회 임원수련회 및 화해사역 세미나"란 제목으로 

밸리교회에서 강사로 장학순 목사님 (한인 목회강화위원회 

사무총장)을 모시고 추진되었다.  

7 교회에서 110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이른 아침부터 교회 

버스들로 도착하시는 회원들의 얼굴 속에서 모처럼 많은 여유와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아침 간식과 

테이블 데코를 맡아서 준비하시는 밸리교회 회원들도 무척 기쁨이 

넘치는 도움의 손길들로 이어져갔다. 대부분 연합회 행사를 추진할 

때마다 마음에 부담과 분주함이 있었던 때와는 달리 연합회 

임원들 역시 모든 참가자와 함께 동시에 세미나참석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전체적인 세미나 흐름이 순조롭게 이어져 

가게 되어 감사했다. 이날의 순서는 특별히 오전 강의만 계획되어 있던 세미나인 만큼 그리 많지 않은 시간이라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강의 시간을 갖기 위한 다른 순서들은 PPT 와 지면을 통한 요약정보로 대치하고 바로 강사 

목사님의 사역으로 시작되었다. 세미나가 진행되는 시간 내내 참석자들의 반응은 모두가 많이들 공감하는 부분들이라 

시간이 갈수록 해답을 이미 보고 들어온 수험생들처럼 질문마다 정답이 절로 나왔다.  

목사님이 준비하신 내용 중에는 우리의 일생생활 중 또는 부부관계 속에, 교회 성도 간에 늘 부딪치고 경험할 수 있는 

예화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그 실례를 경험한 사례들이 많아 참석한 참가자들과 공감대가 이루어져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참가자들과 강사 목사님의 강의내용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갈 즈음 계획된 세미나는 아쉬움을 남긴 채 마쳐야 

했다.  

류재덕 고문 목사님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친 회원들은 연합회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밸리교회 회원들의 정성 

어린 서브를 받으며 교회별로 둘러앉아 즐거운 친교 시간으로 이어져 귀한 화해사역 세미나를 은혜스럽게 마치게 

되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계획안에 두시고 추진되는 과정을 은혜롭게 허락해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글: 최미란 권사, 남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회장,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Reconciliation Seminar 

On June 4, 2016, “The Leadership Worship and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Seminar” was held and hosted by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with an instructor Rev. Paul S. Chang, at the Valley 



United Methodist Church (VKUMC). 

About 110 members from 7 different churches attended the seminar 

and they all seemed relaxed with a sense of warmth, as they arrived 

early in the morning by bus. 

Volunteers from the Valley Korean UMC were in charge of preparing 

snacks and decorations, and their efforts helped to bring much joy 

to the event. 

Unlike other events, all leaders were very satisfied because they were 

able to participate in the seminars while serving the other 

participants at the same time. I felt so thankful that the overall seminar went well, as I had faith in God's will. 

This seminar was designed for a morning lecture only, so the lecture started without any interruption to save time. 

There was much laughter and everyone paid rapt attention to the lessons. The Rev. Chang explained with examples 

and parables from our daily lives, such as marital relationships and relationships within congregations. 

That is how a bond of empathy developed for those who actually experienced something similar in their lives, but 

as we were enjoying the lecture, which seemed much too short, we had to finish due to time constraint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Seminar finished with a benediction from Rev. Jae-Duk Ryu as pastor of Valley KUMC 

and volunteers from the VKUMC served all members at the end by providing delicious food. We ate together in 

fellowship, discussing the day's lessons afterwards. 

I would like to give all the glory to our God who graciously allowed us to do all things in God’s plan. 

(Written: Milan Choi, President of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Valley KUMC) 

  

 북가주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선교바자 

북가주 연합회 선교 바자: 4 월의 기쁨 

지난 20 여 년 동안 열렸던 북가주 연합회 선교 바자가 4 월 

9 일 토요일 산타클라라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있었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연합행사이지만 매년 새롭고 기대가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합니다. 

바자용품들을 정하는 시간부터 주문과 분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어느 한구석도 주님의 손길이 빠진 곳이 없음을 매번 체험하는 

감사가 넘치는 북가주 연합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더 풍성히 선교 바자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올해도 어김없이 기쁘고 감사한 선교 

바자를 맞이했습니다. 

세상경제의 변동에도 아랑곳없이 북가주연합회 선교바자는 계속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선교를 향한 우리들의 열심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우리들의 헌신을 받아주셨습니다.  북가주 연회의 13 개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하나가 되어 연합 선교바자에 동참하였고, 그 이익금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 받는 아름다운 결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3 일간의 고된 분배 작업에도 불평 없이 함께 해 주신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어찌 말로 감사함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일 먹거리 행사에서 울려 퍼지는 열정과 환희를 어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해 주신 북가주연회 한인여선교회연합회의 모든 회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된 소식을 세상에 알리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의 4 월은 참으로 복되고 기쁨으로 

가득한 화창한 봄날이었습니다. 

새싹의 싱그러움과 같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이 영원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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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of Mission Bazaar 

The 20th annual Cal-Nevada KUMW Network Mission Bazaar 

was held on April 9, 2016 at th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anta Clara Valley. 

Although this is an event that is held yearly, with every year, 

we place greater excitement and anticipation in its fruition 

because we know that God’s grace and goodness are 

guaranteed. From sorting through the bazaar items, to taking 

orders, to the distribution of goods, God’s grace is evident 

and overflowing in all of the aspects of the event. 

Just as it has been in the past, the bazaar was full of joy and 

thanksgiving, provided in abundance by means of God’s grace. 

Despite the unstable world economy, the yearly Cal-Nevada KUMW Network Mission Bazaar has been thriving. God 

has blessed our passion for missions and has gladly received our devotion and efforts. Thirteen churches came 

together to become one and poured forth a united effort into the bazaar, all for the sake of advancing God’s 

kingdom. 

It is not possible to adequately express enough gratitude and thanks to all the members who worked so diligently 

to make this bazaar such a success.  There are not enough words to thank those who poured so much passion and 

joy into the preparation of foods or the sorting and distribution of items. 

I thank all the members who made this bazaar successful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hrough the efforts of all 

the members and the coming together of the event; all glory and honour belongs solely to God. Although it is not 

outwardly sizable, through this united effort, God’s love and provision was made known. We lift praises to our God 

for his guidance, his blessing, and his provision. 

Our April was a bright and warm spring day filled with unending joy and blessings. 

Much like a newly refreshed sprout, we hope and pray that our faithfulness and loyalty to God will be everlasting 

and be restored. 

Lord! Thank you! 

Everything is by Your grace! 

(Written:  Mandy Tuggle, President of Cal-Nevada Conference KUMW Network,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of Santa Clara Valley) 



 2016 년 선교학교 안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매년 선교학교를 통해서 

신앙중심의 삶과 실천을 위한 선교공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교공부의 내용은 매년 다르며, 영적성장,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이슈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공부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데 동기부여와 전적인 헌신을 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있는 10 개 지역에서는 한인여선교회 

연합회에서도 소속연회별로 참여하여 한국어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 년 올해 선교학교 주제는 ‘세계 변화를 위해 함께 공부’ 입니다. 

•영성공부: 성경과 인간의 성 - 하나님의 좋은 선물 (주문번호: M 3273, $10) 

•이슈공부: 기후정의 – 희망과 실천 (주문번호: M 3266, $10) 

•지역공부: 라틴아메일카 - 사람들과 그들의 신앙 (주문번호: M 3225, $10) 

  

지역별 한국어반 선교학교 일정 

1. 뉴욕 연합회: 8 월 18 일 (목) – 20 일 (토), Honor’s Haven Resort, NY 

2. 대뉴저지 연합회: 7 월 23 일 (토), 아콜라 한인연합감리교회, NJ  

3. 븍일리노이 연합회: 7 월 9 일 (토), First UMC, La Grange, IL 

4. 남가주 연합회: 7 월 21 일 (목) – 23 일 (토), Viola University, LA 

5. 북가주 연합회: 8 월 5 일 (금) – 6 일 (토), Merced UMC, Merced, CA 

6. 뉴잉글랜드 연합회: 7 월 13 일 (수), South New Hampshire University, NH  

7. 북조지아 연합회: 7 월 22 일 (금) – 23 일 (토), Fayetteville First UMC, Fayetteville, GA 

8. 델라웨어-볼티모어 연합회: 8 월 6 일 (토),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DE 

  

선교학교 교재 주문 방법: Mission Resource Center 의 웹사이트, 전화, 팩스로 주문 

•www.unitedmethodistwomen.org 에서 UMW Mission Resources 로 들어가서 Korean Language Resources 로 

들어가서 Education Resources 로 들어가면 책들을 볼 수 있다. 책 주문번호를 확인한 후 주문하는 항목을 찾아서 

주문하면 된다. 반드시 책 주문번호를 적는다. 

•전화 주문: 800-305-9857 / 팩스 770-280-0061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


 

2016’s Mission u 

Each year, United Methodist 

Women members prepare for 

faithful living and action by 

studying mission studies. 

Mission studies are offered 

each year - a geographical, 

topical, and spiritual growth 

study. These studies motivate, inform, and enrich our commitment to global ministry. 10 Conferences Korean UMW 

Networks will participate their conference UMW Mission u in Korean class.  

2016’s theme of mission u is ‘Learning Together for Transformation of the World’. 

• Spiritual Growth: The Bible and Human Sexuality – Claiming God’s Good Gift (Item Number: M 3273, $10) 

• Issue Study: Climate Justice: Call to Hope and Action (Item Number: M 3266, $10) 

• Geographical Study: Latin America: People and Faith (Item Number: M 3225, $10) 

 

Conference Korean UMW Mission u information 

New York Conference: 8/18 – 8/20, Honor’s Haven Resort, NY 

Great New Jersey Conference: 7/23, Arcola KUMC, NJ 

Northern Illinois Conference: 7/9, First UMC, La Grange, IL 

Cal-Pacific Conference: 7/21 – 7/23, Viola University, LA 

Cal-Nevada Conference: 8/5 – 8/6, Merced UMC, Merced, CA 

New England Conference: 7/13, South New Hampshire University, NH 

North Georgia Conference: 7/22-23, Fayetteville First UMC, Fayetteville, GA  

Delaware-Baltimore Conference: 8/6, Delaware KUMC, Delaware 

Book Order: UMW Mission Resource Center (Tell item Number) 

Website (www.unitedmethodistwomen.org), Call (800-305-9857) Fax (770-280-0061) 

 상식코너 - 컵 브라우니 만드는 법 

 

달달한 것이 갑자기 당길 때가 있죠? 

많이 말고 딱 한 조각만 있으면 할 때.... 맛있게 한판 턱 하니 굽고도 싶지만, 시간도 

그렇고, 또 그러면 다 먹어 버릴 수도 있으니, 몸을 생각하면 절대, 절대…!!! 노!! 노!! 

그런 분들을 위한 간단하면서도 만족할 수가 있는 일인용 브라우니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머그잔을 사용하기 때문에 귀찮은 설거지도 없어요. 

 

 아주 간단한 머그컵 브라우니 

재료: 1/4 컵 설탕, 1/4 컵 밀가루, 2Tbs 코코아 파우더, 2Tbs 올리브오일, 3Tbs 물, 소금 

약간 

http://www.unitedmethodistwomen.org/


1. 모든 재료를 머그컵에 넣는다. 

2. 올리브오일과 물을 넣는다. 

3. 재료가 충분히 섞일 때까지 저어준다. 

4. 전자레인지에 1 분 40 초 돌린다. 

5. 기호에 따라 아이스크림을 넣고 맛있게 먹는다. 

  

*생활에 유익한 정보 

1. 스테인리스 냉장고 가지고 계신 분들 손자국 난 것 깨끗이 닦는 법입니다. 

베이비오일을 수건에 묻혀서 닦아보세요, 잘 닦여지고 반짝반짝 해집니다. 

2. 나무식탁에 뜨거운 거 올려놔서 허옇게 된 부분에도 베이비오일을 수건에 묻혀 잘 

문지른 후에 마른 타월로 닦으면 신기하게 나무 색깔로 돌아옵니다. 

3. 바나나 껍질을 냉장고 안에 넣어두세요, 신기하게도 김치 냄새를 잡아줍니다. 

4. 깊은 병 속에 있는 양초에 불을 붙일 때 파스타 면을 사용하세요. 면이 길어서 손도 

뜨겁지 않게 잘 붙일 수 있답니다. 

 

(글: 이귀옥 권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문화부장, 북부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Simple Speedy Brownie-in-a-Mug 

Do you want a sweet treat but don't want to prepare a whole pan? 

Ingredients:  

o 1/4 cup sugar  

o 1/4 cup flour, 

o 2 Tbs cocoa powder  

o 2 Tbs olive oil 

o 3 Tbs water 

o A pinch of salt 

 

Directions: 

1. Put all the dry ingredients into a large, microwave-safe, mug. 

2. Add oil and water and mix well. 

3. Microwave for 1 minute and 40 seconds on high. 

4. Ready to eat. With ice cream? Even better!! 

Unconventional Uses for Household Items: 

o Baby oil: 

- Hand or finger print on stainless refrigerator or surface? Wipe with baby oil. 

- Discolored surface on a wooden table from heat? Wipe baby oil and wipe 

with a dry towel. 

 

o Old banana peels:  

- Place them in the refrigerator; the peels will absorb any strong smells, such as 

Kimchi! 



o Dry pasta noodle:  

- Can't reach the wick at the bottom of that candle? Light the end of a dry (preferably long) noodle to reach that 

hard-to-get-to wick. 

(Written: Kwi Yun, New England Conference KUMW Network, North Boston KUMC) 

 “함께하면 쉽습니다: $1,000 모금운동 

1884 년, 오하이오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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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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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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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년 후원: 김리자, 임성혜, 김명래,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아콜라교회, 전봉숙, 김정화 , 김효순 , 송은순 , 

박나미, 김효순, 

장신전, 남가주 연합회, 맨스휠드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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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000 Fund Campaign supporters: Lija Kim, Sunghea Rhim, Myungrae Kim Lee, Kum Ran KUMC UMW, 

Arcola KUMC, 

Boong Sook Jun, Jungh Hwa Kim, Grace Song, Nami Park. Hyo Soon Kim, Sin Jun Chang, Cal-Pacific Conference 

KUMW Network, Mansfield KU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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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