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도자훈련 안내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서는 한인여선교회의 지도자 양성을 

위한 2015 년 전국지도자훈련을 실시하며 전국에 계신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을 초대합니다. 

지난 1993 년부터 시작된 전국지도자훈련은 올해 21 주년의 

청년의 나이가 되었고,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많은 한인여선교회 

회원들이 연합감리교회의 지도자로 성장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에선 전도부인 선교사역을 미국 여선교회 본부와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전국에 계신 여선교회 회원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인여선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올해에도 Korean-American Young Women 을 20 명 초대하여 함께 지도자 훈련을 갖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여러세대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나누며, 성장하기 위한 전국 지도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여선교회를 

향하신 목적을 발견하고,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린 내용을 잘 보시고 기도하시며, 주변의 여선교회 회원들께 권면해 주셔서 전국에서 많은 여선교회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특별히 엄마와 딸을 함께 초대합니다. 

참조로 Web-Site: www.nnkumw.org 에 들어가면 전국지도자훈련 안내와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김명래 총무,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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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embers of the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May the love and peace of the Lord be with your church and family.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 United Methodist Women invites you to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 in 

2015. Many Korean UMW members who participated in the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since 1993 have become 

leaders of United Methodist Church. In Asia, they give training for Asian Bible Women’s Programs with UMW 

National Office. All these are made possible by God’s grace and UMW members’ prayers and support. 

This year, we are planning a training event with the Korean-

American Young Women. Through this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event where multi generations get together, teach, and learn from 

each other, we want to find God’s purpose for the Korean UMW 

and we want to be used as His tools to transform the world. 

Please pray for us and encourage KUMW members to participate 

in the event. 

Also, would you buy air ticket as soon as possible? Because oil 

price is goes up every day. 

You can download applications and guidelines at our web-sitewww.nnkumw.org. 

2013’s NNKUMW National Leadership Training 

• Theme: Women in Mission 

• Time: Sept. 24 (Thurs.) – Sept. 27 (Sun.), 2015 

• Place: Scarritt Bennett Center, Nashville, TN 

• Eligibility: Members of Korean UMW (First 130 registrants) and Young Women: First 20 registrants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in Korea) 

• Registration Fee: $300 (includes room, board, and program fees) 

• Deadline: June 30, 2015 

• Scholarships 

1) Travel: 50 % of airfare (or driving expense), maximum $150, will be reimbursed after the event. 

2) You may donate your travel scholarship for leadership training of young women as future leaders. 

3) Scholarships for young women: women under the age of 40 years who demonstrate leadership qualities. Will 

reimburse $200 of the registration fee after the event 

4) Young woman over the age of high school get free registration fee. 

5) We invite mothers and daughters. 

• How and Where to Register: By mail: Please send the application and application fee to Kungsook Kim: 75 Winter 

Lane, Hicksville, NY 11801 (Home)516-520-0146 (Cell) 516-643-1855 / kyungkim213@gmail.com 

• Please make checks payable to “NNKUMW” 

• Contact person: Myungrae Kim Lee, Executive Director /mrkim81@gmail.com 914-473-7401 

Young Women's Leadership Program 

 

The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will hold its biennial national training at 

Scarritt Bennett Center in Nashville,Tennes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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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raining will be held on Friday, September 25 through Sunday, September 27, 2015. 

The participating young women will be working together to discuss the theme of “Women in Mission”. 

There will be guest speakers to share their experiences in missions and volunteer opportunities to practice missions 

in the local area. 

This is a great time for young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from all over the nation to gather and 

meet one another to create new friendships. 

If you or someone you know are interested in attending this training, please feel free to contact Sunmin Park, the 

Young Women’s Coordinator. Space is limited to 20 participants, therefore it is encouraged to apply as soon as 

possible. 

 

뉴욕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정신건강 세미나 

 



중년여성 정신건강 세미나에 다녀와서… 

 

지난 6 월 20 일 토요일에 후러싱제일교회에서 있었던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주최 “중년여성 정신건강 세미나”에 다녀올 수 있음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뉴욕에서 오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런 정신건강 세미나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바쁘게 가정과 직장에서 또는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사는것이 당연한 

일상 생활로 여기면서 거의 습관적으로 지내다보니 나 자신 만을 위한 시간이나 

공간도 갖지 못하고 지내온 세월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정의 변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낼 때가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세미나를 위해 오셔서 우리 중년기 여성들의 정신건강 특히 우울증에 

대해서 많은 예를 들어가면서 자세 

하게 설명해 주시고 일깨워 주신 강미영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매 3 개월이나 6 개월 아니면 일년 마다 내과의사를 찾아가서 약도 처방 받아 

먹고 주사도 맞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신 (brain/뇌) 이나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육신의 일부인데 

너무나 등한시하고 소홀히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분은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어서 어느 날 기분이 

쳐져 있을 때에나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할 때 우선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화도 많이 나누고 웃음도 깔깔거리며 많이 

웃고, 서로 어울려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영혼을 잘 이해하고 육신도 

다스리며 긍정적인 강한 마음을 주심을 확신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웃과 어울리며 크고 작은 

일에 도움이 되는 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울증은 시시때때로 오며 가며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니 이 다음 또 이런 세미나 기회가 올 때까지 

마음과 육신을 잘 다스려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깨달음을 주신 강미영 목사님께 감사 드리며 듣고 배운 것을 잘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며 주안에서 강건하십시요. 

(글: 이양님 권사, 뉴욕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후러싱제일교회) 

 

 

 

Attending the Health Seminar 

I thank God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attend the health seminar for our body, mind and spirit. It was held 

at the First United Methodist Church in Flushing on June 20, 2015. 

This was a rare opportunity for an immigrant to come by. All these times, the daily life of work, going to church 

and doing house chores became a life style which left no time to reflect on oneself.  Therefore attending the 



seminar helped me as a woman to go through this stage of 

my life. 

I thank Rev. Miyoung Kang who led the seminar and 

introduced in detail the effects on how the body changes in 

relation to our mental status. She discussed the symptoms of 

depression and how those affect one’s daily life. 

I realized how important it is to take care of our emotional 

issues just as I have been taking care of my physical issues by 

visiting the doctor on a regular basis. I now know that the mental/emotional part of my body is God given, which I 

have ignored rather than taking the time to take care of it. 

We all know that each day is not as joyful as we’d like- but I realized what a blessing it is to have friends and the 

faithful community to share my concerns, thoughts, hurts and so forth with. To share my life with others is one of 

the healthy ways of taking care of my emotional, mental and spiritual health. At the same time, I realized the 

importance of having healthy relationships with friends and being a help to people around me. 

I have learned that depression comes and goes in one’s life. Hopefully I will make myself available to the seminars 

such as this in the future in order to learn more about me as a whole being. 

Again I thank Rev. Kang and NYC KUMW for providing a Health Seminar that gave me an opportunity to 

understand myself in depth and to encourage me to be a more balanced caring person for the future. I hope that 

everyone will find a healthy life through Christ. 

(Written by Yang Nym Lee from the First UMC in Flushing, NY) 

뉴잉글랜드 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교회소개 

 

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안녕하십니까? 

저는 엔도버 메사추셋스에 위치한 북부 보스턴 한인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장 서영애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스러운 저희 교회와 자랑스러운 저희 여선교회를 소개 

합니다. 저희 교회는 1977 년에 로렌스에서 창립예배를 시작으로 

1979 년에 미국 연합 감리교회에 가입 후 1981 년 지금의 교회가 있는 

엔도버로 이전하여 38 년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우리교회는 38 년간 믿음과 행함에 일치 아래 한 사람 한 사람 돌볼 줄 아는 교회로, 이 지역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지역 이민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김용한 담임 목사님과 김은숙 사모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여선교회는 교회의 모든 연령의 여성 교인이 회원으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교회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선교회의 도움이 필요한 부서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립 예배, 부활절, 야외 

예배, 추수 감사절, 크리스마스 등 등 교회의 많은 크고 작은 행사에는 여선교회의 각 부서가 맡아서 기쁨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MW 와 KUMW 의 많은 행사에 지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선교회의 또 하나의 사역으로는 이 지역에 있는 캄보디안 교회 (Living Field Church) 여름 성경 학교를 올해로 



10 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몇 안 되는 어린이들만으로 만들어진 교회에 여름 성경 학교를 열고 거의 불교를 믿는 

부모들을 일일이 찾아가 설명을 하고 어린 자녀들을 여름 성경 학교에 보내 달라고 부탁한지 벌서 10 년, 100 명이 넘는 

큰 행사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중 고등부 학생들이 거리에서 전도하고 여름 성경 

학교 선생님들로 주님의 사역에 열심히 기쁘게 매년 헌신함은 성령의 임함으로 생각합니다. 이제는 처음 여름 성경 

학교에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그룹 리더들로 성장해서 주님의 전도 사역에 동참하고 있답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캄보디안들에게 주님을 알리는 일! 우리 여 선교회, 중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 정말 자랑 하고 싶습니다. 북부 보스톤 한인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화이팅 이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혹시 보스톤 지역에 오시는 기회가 되시는 분들을 저희 교회로 초대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따뜻한 커피와 향긋한 

사랑을 품은 북부 보스톤 한인연합 감리교회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글:서영애 집사, 북부 보스톤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장) 

 

 

 

United Methodist Women of the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Greetings. My name is Yong Ae Seo, and I am the president of 

the local unit of the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UMW. 

Today, I would like to introduce our beloved church and its 

fantastic local unit of UMW. 

Our church started its first gathering in 1977 in Lawrence, 

Massachusetts. We joined United Methodist Church in 1979 and moved to Andover, Massachusetts, our current 

location in 1981. We are proud of our 38 years’ history. 

Through 38 years of practicing faith and spreading God’s words, our church is well known in Boston area 

communities as the church that addresses the needs of individuals and actively participates in Korean societies and 

communities. 

Our current minister is Yong Han Kim and his wife is Un Sook Kim. The members of our local unit of UMW 

comprise of all adult women members of the church. As such, they naturally provide motherly influence in various 

aspects of the church activities. They actively provide assistance and help to other church committees during the 

church anniversary, Easter, outdoor sermons, Thanksgiving, Christmas, etc. The members of the local unit gladly and 

enthusiastically volunteer and work to successfully complete numerous church events big and small. Also, they 

volunteer and participate in UMW and KUMW events at district, conference, and national levels. 

Another volunteering activity by our local unit is to provide support for the Cambodian Church’s (Living Fields 

Church) Summer Youth Bible Camp located in Lynn, Massachusetts. It’s been already 10th year that Summer Youth 

Bible Camp has been held. 10 years ago, the Living Fields Church started with only small number of children as its 

members and now there are over 100 children participating in the Bible Camp. Since a lot of Cambodians believed 

in Buddhism, it took strong convincing and God’s will to get parents’ permission so children could attend the Bible 

camp. Our church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serve as camp counselors, and tirelessly spread God’s words. 

Those children that attended the camp in earlier years are now have grown and became camp counselors, further 



spreading God’s words. I am proud of each and every UMW and church member for introducing God and 

spreading God’s words to those that didn’t know the wonderful Lord. Way to go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UMW members! 

If you have an opportunity to visit Boston area, I would like to cordially invite you to visit our church. We would 

like to share hot coffee and God’s love in Christ’s name. 

Thank You. 

(Written by Yong Ae Seo , North Boston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2015 년 전국 지도자 대회(1) 

 

2015 년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지도자 대회가 5 월 22 일 부터 

25 일 까지 캘리포니아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남쪽으로는 플로리다 키웨스트로 부터 복쪽으로는 시애틀, 

미네소타 주로 펼쳐져 있는 한인연합감리교회의 평신도들과 

목회자들 130 명이 이번 모임에 참석하였다. 

이번 대회는 Re-Member 라는 제목으로, 과거에 있던 일들을 

다시 기억한다는 뜻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re-

claim 해야 한다는 뜻으로 연합감리교회의 울타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선하고 좋은 영향을 가져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첫날의 여는 예배는 Minerva Carcano 남가주 주제 감독님과 박정찬 펜실바니아 주제 감독님들의 환영사로 시작하였다. 

주제 강연자는 밸리연합감리교회의 류재석 목사님이였으며 말씀의 내용들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제자들인 우리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매일의 과정은 아침 성경공부로 시작하여 소그룹과 웍샵으로 진행되었다. 성경공부는 강원근(뉴욕감리교회, NY) 

목사님과 이진희(웨슬리연합감리교회, TX)목사님들이 각각 인도하셨다. 소그룹 모임은 이번 대회에 참석한 평신도들과 

목회자들 모두가 각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주체 교회에서 준비한 소그룹 교재를 가지고 현재 교회들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들을 진지하게 토의하며 배우고 의견들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번 대회에는 웍샵도 실질적이고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중/소형 교회의 기본기’(한동수 목사, CO), ‘치유를 위한 

리더쉽’(도상원 목사, NJ), ‘개체교회를 위한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승필 목사, TN), ‘현대 교회에서의 영적 

지도’(이용윤 목사, 한국), ‘여성과 선교’(김명래 전도사), ‘교회 개척’(이영성 목사, CA), ‘사람을 세우는 토탈 목회’(이동규 

목사, CA)등 다양한 주제였다. 

남가주의 밝은 날씨와 어울리는 교회 건물과 미소를 담뿍 짓고 우리들을 환영해 주는  벨리연합감리교회 

전국지도자대회 팀들의 모습이 너무나 화사하고 아름답게 보였다. 이번 대회를 위하여 소그룹 교실로 부터 교회 

안밖으로 세밀하게 준비한 모든 장식들을 통하여, 우리 참가자들은 벨리연합감리교회 회중들의 사랑과 배려의 손길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피곤한 기색도 없이 언제나 밝은 미소를 짓고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손길들, 빠른 의사 

소통과 협조로 움직여 가는 전국지도자대회 팀들의 모습들이 참 믿음직 하고 인상적이었다. 

(글: 김리자 권사, 전국연합회 회계, 대뉴져지연회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아콜라연합감리교회) 

 

 

 



2015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National Leadership 

Event 

The 15th KUMC National 

Leadership Event was held at 

the Valle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in California 

from May 22 to 25, 2015. The 

total attendance was 130 of pastors and lay leaders. This year’s theme was Re-Member. It meant remembering not 

only what happened in the past, but also reclaiming church as the body of Christ and bringing His message to this 

world. 

In the opening worship service, Bishop Minerva Carcano of the Cal-Pacific Conference and Bishop Jeremiah Park of 

the Susquehanna Conference both gave welcoming speech. The keynote speaker was Reverend Jae Seuk Ryu of the 

event sponsor church, Valley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The gist of his message was that Jesus, church, and 

disciples of Christ are the only hopes in this world. 

Daily schedule started with early morning Bible study followed by various workshops and small group meetings. 

Bible study sessions were headed by Rev. Won Keun Kang(New York) and Rev. Gene Hee Kim(Texas). Participants 

were divided into small groups for fellowship, national networking and discussion of many issues contemporary 

churches are facing in today’s world. There were various workshops such as ‘Basics of Small/Medium Sized-Church’ 

(Rev. Dong Ki Han, CO), ‘Leadership for Healing’(Rev. Sang Won Doe, NJ), ‘Strategic Communications for Local 

Church’(Rev. Seung Phil Lee, TN), ‘Spiritual Leadership for Contemporary Church’(Rev. Yong Yoon Lee, S. Korea), 

‘Women and Mission’(Myung Rae Lee, NNKUMW), ‘Church Planting’(Rev. Young Sung Lee, CA), ‘Total Ministry for 

People Building’(Rev. Dong Kyu Lee, CA). 

The typical Southern California weather, beautiful church building, and smiling team members of VKUMC made us 

feel very welcome. Participants could see efforts and hard work of the host church in every corner of the church 

building. We give kudos to everybody who helped the event to be one of the most successful gatherings. 

(Written by Lija Kim, Treasurer of NNKUMW, Greater New Jersey Conference K-Network, Arcola UMC) 

2015 년 전국 지도자 대회(2) 

 

2015 년 전국지도자대회를 마치며....... 

밸리연합감리교회에서 처음으로 전국적인 UMC 행사가 추진 

되었습니다 . 

본교회에서 큰대회를 하게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은 

분들은 걱정이 앞섰습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이 전국지도자대회 경험이 없던 차 진행의 

총책임을 맡게 된 저 역시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 그러나 

감사하게도 지난 10 여년동안 본교회 자체 영성 훈련으로 

추진되어오던 " 은혜동산" 이란 프로그램에 익숙해있던 교인들이어서 .일단 그 마음을 정한 후 추진하는 과정은 무척 



신속하고 조직력 있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 모두가 무경험속에서 유를 창조해 내기위해서는 전국지도자대회의 방향이 

대단히 중요했었습니다 . 

이부분에서 전지대전국지도자대회 대회장이자 담임목사님이신 류재덕목사님께서는 아주 특색 있는 목적을 갖고 

추진하기 원하셨습니다 지난 14 년까지 귀하게 내려오던 전국지도자대회 흐름 위에 좋은 점을 따르고 본교회의 투박한 

기본기를 덧붙여 전국지도자대회 흐름의 방향을 새롭게 전환해보자는 깊은 뜻이었고 이 뜻은 우리모두의 준비과정 

속에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큰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7 개월동안 준비해온 이번 행사는 김광기 

목사님의 디자인팀 모임을 시작으로 본교회 9 부서의 조직을 세우고 조직 안에 한분의 부서장님과 팀장님들로 

구성했습니다. 모든 부서는 부원들의 모집을 시작했고 이후 각 부서별로 3 번씩의 전체 모임을 통해 맡겨진 사역을 

점검하고 추진해 갔습니다 .이 조직을 통해 전교인이 어느 부서에든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세웠기에 준비과정과 

마친 후에도 모두가 그 흐름을 함께 경험할 수 있었고 그 결과 귀한 주님의 사역이었음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 

 

우리로는 할수없는 일이었으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교인이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추진했기에 가능했던 큰 

행사였습니다. 전국지도자대회를 마치며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크게 자리잡은 부분은 교회의 어른들이 보여주신 귀한 

섬김의 본 이었습니다 . 그리 쉽지 않은 힘든 시간들도 함께 자리를 지키고 계셨고 앞에서 일을 추진하던 젊은 

팀장님들은 힘을 얻어 더욱 힘차게 필요한 사역들을 추진할 수 있었음이 이번 행사를 통해 얻은 큰 평가를 받음으로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보여 주셨습니다 . 이 귀한 프로그램을 은혜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이제 그 자리에서 한걸음 나아가 세상과 구별된 삶 그러나 넓게 포용할 줄 아는 교인으로 투박한 

기본기의 장점을 살리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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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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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여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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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벤나 지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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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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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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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연합회는 501C 의 비영리기관으로 가입되어있어서 세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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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신청서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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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김명래 전도사, 한인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총무) 

* 후원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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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pyright © 2008 www.nnkumw.org National Network of Korean-American United Methodist women All rights 

reserved. 

한인 여선교회 연락처 : 57-38 Cloverdale Blvd., Oakland Gardens, NY 11364 • 전화 : 914-473-7401 • 메일 : 

members@nnkumw.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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