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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 승천 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 선교회 전국연합회 회원 여러분들께 문안 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 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살아서 역사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돌려 드립니다. 
 
2011 년 제 13 차 Chicago 전국모임과 총회에서 부름 받아 출범한 제 13 기 

임원들이 시편 85 : 10-11 의 말씀을 토 로 제정한 “긍휼의 진리를 심어 

하나님의 정의와 화평을 이루자”의  주제를 가지고 NKPW 의 사역을 시작 한 

것이 어제 같은데 어느덧 제 14 차 Seattle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 

NKPW 를 위하여 기도로, 시간으로, 헌금으로, 사랑으로, 격려로, 협력으로 

도와주신 NCKPC 지 교회 목사님과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 노회, 회, 전국연합회 회원, 임원과 실행위원 

여러분께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NKPW 5 월 총회와 NCKPC 6 월 총회가 있을 2013 년 2 월에 NCKPC 에서 13 분의 목회자와 남, 여 

선교회, 총 15 분으로 구성된“미래진로 위원회” 회의를 Atlanta 에서 가졌습니다. NCKPC 산하 400 여 

한인 교회는 PCUSA 교단의 현안들에 잘 처해 나가면서 토의와 논쟁을 지향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기본에 충실한 선교적인 교회로 돌아가 우리의 사명 로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와 백성이 되기로 의견을 

모으고 2013 년 Cancun 총회부터 유카탄 선교 특집 총회로 모이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 월 13 일에는 Pacific 회 봄 수련회가 있었으며 교육원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영성계발과 

사역능력계발의 교육프로그램이 교육원에서 파견되고 잘 준비된 강사진들에 의해서 이루어 졌습니다.   

4 월 16 일ㅡ 20 일에는 PCUSA 교단과 PCK 한국 예수교 장로교단이  Louisville KY 에 모여 

세계선교협의 회의를 하여 좋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129 년 전에 언더우드 선교사를 파송 해서 복음을 

전해준 PCUSA 교단과 복음을 전해 받은 PCK 한국 예장 교단이 이제 어머니와 딸이 아닌 선교 Partner 로 

손에 손을 마주 잡고  세계선교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 

드립니다.오늘날 미국과 한국이 세계 속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 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과 사랑의 섬김을 감당하는 첫번째 , 두번째 민족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감사하기는 PCUSA 안의 400 여 한인교회 6 분의 표가 미주 한인교회 42 년 역사상 처음으로 양 

교단 선교협의회에 초 되어 한반도의 현안과 세계선교를 함께 의논 한 것입니다. PCUSA 와 PCK 두 

교단의 Mission Consultation 에 NKPW 가 초 되어 미주 한인교회 6 인중의 한 사람으로 참석하여 

NKPW 의 선교를 보고하고 세계선교를 함께 의논 했습니다. 
 
4 월 19 일 - 20 일에는 동북 회와 동부한미노회 수련회에 교육원의 프로그램으로 태평양 회와 같이 

많은 은혜를 흡족히 받으시고 장로교 여성으로 크게 성장하는 수련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4 월 26 일-28 일 까지는 NAPW 아시안 장로교 여성들의 전국 모임이 Houston 에서 모였습니다. 김은주 

목사님의 주제 강의와 이은주 목사님과 여러 강사님들의 말씀에 많은 깨달음, 배움,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된 모임 이었으며 10 여 개국의 각기 다른 아시안 장로교 여성들이 모여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며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4 월이 다 가면 5 월 30 일 - 6 월 1 일 까지 있을 NKPW Seattle 전국모임과 총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g 5 에 계속)                          

 

 

     회 장 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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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itual Advisor  

김정숙 목사님의 메세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가장 딸을 많이 나은 사람은?  이 

질문이 넌센스 질문이라면, 답은 “막딸나” 라고 발음되는 

“막달라” 마리아이다.  넌센스 답이 먼저 생각 나는 이유는 이 

질문의 정답인 “슬로브핫”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슬로브핫은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 지파의 

한 사람으로서, 딸을 무려 다섯이나 둔 인물이다.  이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의 이름이 민수기 27:1 에 죽 나오는데 

그 이름이 이렇다: 말라, 노아, 호글라, 가, 디르사.  이 적지 

않은 딸들의 이름이 일일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이 다섯 

딸들이 참으로 단한 딸들이기 때문이다.   자고로 딸 많은 집 

딸들이 다들 똑똑한 법인데,  이 다섯 딸들이 과연 그러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곳이 민수기 36 장이다. 
 
민수기 36 장은 슬로브핫의 딸들과 문중의 원로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다.  민수기 36 장의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수기 27 장에서 일어난 일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유 의 토지 상속법에 따르면 집안의 땅은 그 집안의 

아들들에게 유산되도록 되어있다.  이에 슬로브핫이 죽은 후,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이 토지 유산권을 받기 위해  모세를 

만나는 장면으로 27 장이 시작된다.  이 당찬 다섯 자매들은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살 및 다른 지휘관들 앞에서 결코 기죽지 

않고 자기들의 의견을 말한다.  이 다섯 딸들이 당 의 서슬이 

퍼런 남자 어른 들 앞에서 당당히 펼치는 논지는 민수기 27: 

3-4 에 요약되어 있다.  즉, 

1. 한 집안의 땅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그 집안이 

계속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우리 아버지 슬로브핫은 결격 사유가 될 만한 일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아들이 없다는 것이 결격 사유가 

될 수는 없다 

3.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의 땅은 딸들인 우리에게 

상속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이 다섯 딸들의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논리에 모세도 당황하여 하나님께 직접 자문을 구하게 된다.  

(원래 모세는 자신도 출애굽기 4:10 에서 인정했듯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인데, 하물며 이 말 잘하는 다섯 명의 

여인들 앞에서야 오죽 했으랴!)  이에 하나님께서는 “슬로브핫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27: 7)라고 말씀하심으로 이 다섯 

딸들의 손을 들어 주신다.  이에 당시의 문중의 원로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이 다섯 딸들의 유산권을 인정하게 된다. 

 민수기가  27 장에서 끝난다면, 성경은 모든 여성들이  결코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당당히 시 의 고정 관념과 싸워서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정일 뿐, 명백한 사실은 

민수기는 27 장에서 끝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민수기는 

36 장에서 끝나며, 여기서 슬로브핫의 딸들과 문중 원로들과의 

면은 제 2 라운드를 만나게 된다.   

 민수기 27 장의 면 이후, 세월은 흘러 이 다섯 딸들이 결혼 

할 때가 되었다.  이에 제 1 라운드에서 분패한 문중의 

원로들이 역공을 할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민수기 36: 3-

4 절에 요약된 그들의 논지는,  민수기 27:3-4 에 나타난 

슬로브핫의 딸들의 논지 못지 않게 탄탄하다.  즉,  

1. 한 집안의 땅은 그  집안 내에서만 계속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른 집안으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들에게 유산 된 땅은 다른 집안이  소유하게 된다 

3. 그러므로 슬로브핫의 딸들은 땅을 유산 받을 수 없다   

는 것이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주장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모세가 자문을 구하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36:5)라고 말씀하신다.  먼저는 슬로브핫의 

딸들의 주장이 옳다고 하시더니 (27:4), 이제는 이에 역공을 

가하는 문중 원로의 주장이 옳다 고 하시는 하나님 –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라는 말이 나올 법한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는 지는 이어지는 36: 6 에서 알 수 

있다.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 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만 시집갈지니” 라 하신다.  

여기에 서로 립되는 주장을 펼치는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수가 두어진다.  이 명령이 

지켜진다면,  슬로브핫의 딸들은 자기들이 지켜내고자 했던 

아버지의 땅을 지킬 수가 있으며,  동시에 문중의 원로들은 

땅은 지파 내에서만 유산되어야 한다는 자신들의 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 첨예한 립에서 해결의 관건이 되는 것은 슬로브핫의 

딸들의 결정이다.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성경에 

기록되는 이유는 그들이 이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이 

당찬 여인들이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것임으로 꼭 지파 

내의 사람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면, 하나님은 

또 “그  말이 옳다”라고 하실 것이다.  하지만 이 딸들이 그들의 

결혼 권리를 100 퍼센트 누리고자 한다면,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토지 유산권은 포기해야 할 것이다.  이 딸들이 결혼 

자율권과 토지 유산권 둘 다를 가지겠다고 주장했다면, 

지리멸렬한 논쟁은 계속 반복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다섯 

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린 명령에 순종하여,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된다.   
 
이 다섯  딸들을 성경이 기록하는 이유는 이들은 자기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다른 것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땅을 지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이 딸들은 

과감히 당시의 고정 관념에 맞섰다.  하지만 얻어 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딸들은 또한 다른 것에서는 한 발자국 물러 

설 줄을 알았다.  지파에 구애 받지 않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최선이라면, 지파 사람 중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 하는 것은 차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딸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용기와 더불어, 그 권리를 

슬로브핫의 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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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었을 때에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어느 하나는 양보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   
 
민수기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끝이 

난다.   이 책의 마지막에  슬로브핫의 딸들의 사건이 기록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 이 딸들로부터 새로운 

땅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는 것 일게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찾아 누릴 수 있는 담 함,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는 덜 본질적인 것에서는 조금 

물러 설 줄 아는 온유함 -- 하나님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약속의 땅의 새 질서 이길 바라신다.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이 보여준 담 한 온유함, 그리고 온유한 담 함이 

그들의 아버지의 땅을 지킬 수 있었듯이, 오늘도 담 한 

온유함으로 약속의 땅을 열어 가기 위해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 * * * * * * * * * * *

   
  
 
 
 
 
 
 
“사랑하는 내 딸아, 네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NKPW 태평양 대회 봄 수련회 :심 계숙 집사, 태평양 회 
여선교회연합회 회장  
 
 수련회 약 1 개월전 쯤부터 강사목사와 회 임원들이 미리 
정보를 교환하는 수고로 일정이 마련되었다. 멀리서 오는 
참석자들의 귀한 시간을 생각하며 일정표를 짜면서 5 분, 10 분의 
시간 배분까지 면 하게 조절하였던것이다. 수련회 일정 전체의 
흐름도 일관성있게 진행되었다. 강의, 예배, 그리고 성찬식까지 
NKPW 교육원 강사가 맡아 진행했기에 나온 결과이다. 
 
강의와 workshop 을 위한 수련회 책자는 참가회원들이 편리하게 
쓸수 있어 좋았고 강의와 workshop 을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강사들의 사전준비는 철저하였고 수련회에 임하는 
태도도 진지하였다.  참석한  여선교회 회원들은 시작한지 
10 여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강의에 집중하게 되었다. 
당당하게 그리고 열정이 담긴 목소리로 강의를 한 박희규목사, 
또렷하면서도 상세하게 workshop 을 진행해준 홍현심 전도사의 
준비와 성의에 감사를 드린다. NKPW 교육원의 새로운 시도가 
주효했음도 확실하다고 본다.   
 
 부분의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나면 하루 아니 몇시간만 지나도 
잊어버리는 경험들을 한다. 그러나  이번 강의와 workshop 은 
강사들의 면 한 준비로 인해 각 시간 시간들을 옥구슬처럼 
꿰어내게끔 하는데 성공하였다. 수련회가 끝난후에도 그 강의 
내용인 영성을 서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알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스스로 
가늠해 보고 구체적 영성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것을 믿는다. 

이민의 삶속에서 우리 여성들이 영성의 기초를 잘 다진다는것은 
중요하다. 단 한번의 삶이 생존을 위한 생업에만 소모된다는것은 
안될 일이다. 우리의 양떼는 어디에 있는가? 자문해 보게 된다. 
우리의 양떼는 가정으로 부터 시작하여 교회에, 일터에, 
사회에도 가는 곳 마다 있다. 각자가 어디에 관심과 촛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것이다.    
  
 무엇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슴에 품고 
생각하며 사는 우리 여선교회원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항상 수련회 행사가 끝나고 나면 허전하였다.  기 에 못미쳤기 
때문이고 어딘가에 부족함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수련회는 기존의 수련회가 아니었다. 훌륭한 수련회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신 NKPW  교육원 관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이번 행사의 아쉬웠던점은 시간이 너무 부족했던 점이다. 아마 
1 박 2 일쯤의 시간을 갖고 일정을 세웠더라면 좋았을것 같다. 
 
 수련회 평가서결과를 보면 90%가 훨씬 넘는 참가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기에 금년 가을에도 이번 영성교육의 
연장선에서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지교회들과의 연합을 통한 
준비와 쉬임없는 기도로 이번 수련회를 잘 끝마친 것은 감사하고 
기쁜일이다. 
 
     -회원들로부터 받은 ‘NKPW 교육세미나 평가서’를 참고 
했음을 밝힌다.-  
 
 

 
 

********************************************************* 
 

“하나님께 더 가까이”[여성의 영성과 “하나님”] 
 
2013 년 동북대회/동부한미노회 제 24 회 연합 수련회를 
되돌아 보며 :                           수정교회 박 지원 
 
4 월 19 일과 20 일, 겨울의 차갑고 딱딱했던 굳은 땅을 녹이고 봄을 
재촉하는 장 비가 밤새 내리고, 개나리, 벚꽃, 목련이 수줍게 
꽃망울을 터뜨리던 봄날, 우리 동북 회/ 동부한미노회 
여선교회 24 회 연합수련회가 뉴욕에 위치한 스토니포인트 
수양관에서 이틀에 걸쳐 열렸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때에 따라 
필요한 비를 주시고 또한 꽃을 피우시듯, 우리의 심령에도 말씀과 

교육으로 흠뻑 적셔 주시고 세상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꽃피우는 
하나님의 딸들로 더욱 성장시켜 주시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먼저, 
이렇게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린다.  
 
24 회 연합수련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성의 영성과 “하나님”] 
이라는 주제로 이종미 목사님과 이정인 집사님, 두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배움과 나눔의 소중한 시간들을 가졌다. 19 일(금) 오후 4 시 
임원들의 준비기도로 부터 시작한 수련회는 다음날 20 일 (토) 약 
3 시 30 분경, 예배와 성찬을 마지막으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온전하게 끝낼 수 있었다. 참가자들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하나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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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날의 수련회를 여는 첫 예배에서는 뉴욕영광장로 교회를 
담임하시는 박태성 목사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였다. 말씀은 
사도행전 10:1-16 을 가지고 ‘복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귀중한 시작메세지였다. 이 말씀을 통해 목사님께서는 
수련회를 시작하는 마음가짐과 이를 통해 얻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한 방향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준비된 마음으로서의 
문을 열어 주셨다. 사도행전 10 장은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백부장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과정이 쓰여진 
장이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에서 세상 모든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만민의 
구원자로서의 장을 여는 귀중한 역사적 사건이다. 목사님께서는 이 
모임에 참여하는 여성들이 과거로 부터 가져왔던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에 갇힌 협소한 믿음을 깨고 더욱더 도약, 발전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의 믿음으로 장성하라는 귀한 말씀의 
도전을 주셨다. 또한 이 귀중한 수련회의 만남들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과 같이 복음화의 놀라운 시작의 장이 되어져야 
한다고 일깨워주셨다. 이 말씀으로 수련회를 통해 내가 가졌던 
아집의 협소한 신앙을 뛰어넘어 복된 세상을 만들어 나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역활을 할 수 있길 다짐하는 시작의 시간이 되었다.  
 
이 후 이종미 목사님의 본격적인 ‘Spiritual Formation (영성훈련) I’ 의 
강의가 시작되었다. 이 강의는 이번 수련회의 핵심이 되는 과정 중 
첫 수업 시간이었다. 첫 날은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Love of God)”에 관하여 
여러 사람들의 실제 인터뷰 통해 답했던 내용에 해 생각해 보고 
내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한 ‘상’을 토론하며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인격화 한다면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일까? 과연, 그 사랑의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소통하고 있으며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고 답을 찾아가면서 나 자신의 잣 로만 하나님을 
보려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껏 나의 이익과 이기적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려하진 않았는지 되짚어 
보았다. 또한, 우주만물의 주인이시며 창조주의 하나님을 나의 좁은 
틀에 넣어두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욱 광 하시며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의 좁은 문을 활짝 열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는 
일방통행식의 미성숙한 기도와 신앙을 벗어버리고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로부터 나와 우리를 향한 뜻을 듣고 
실천하는 상호소통의 신앙인으로써 도약을 도전받는 시간이기도 
했다. 

 수련회 둘째날은 아침식사와 찬양 후 이정인 집사님의 ‘지도력과 
조직력 계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시간 가량의 소중한 강의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 동안에 지도력에 필요한 자질은 무엇이며,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 가운데, 지도자의 자질과 여성의 특성이 일치되는 것들을 
찾아내며 우리 여성들만이 우월하게 가지고 있는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속한 곳에서의 나의 역활과 
지도자로서 가지고 있는 자질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강의를 통해서 내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수련회를 통해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 특히, 여러분야에서와 신앙생활에서 여성리더들 
로서 열심히 섬기고 계시는 분들과 함께 믿음과 배움의 길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곳에서 영과 육을 성장시키는 모두가 즐기는 점심과 즐거운 
찬양’을 끝낸 후 다시 이종미 목사님을 모시고 ‘Spiritual Formation 
(영성훈련) II’ 두 번째 시간을 가졌다. 이 시간에는 ‘치시는 하나님 
(Fear of God)’에 관하여 각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고 토론하며 
배워가는 흥미로운 시간이었다. 강사님께서 우리에게 어제 배운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의 하나님’ 은 동시에 벌도 주시는 ‘치시는 
하나님’이 되기도하는 상반된 상의 성품에 관해 어떤 응기술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친 함을 유지하는지 해 각자의 방식을 
생각해 보는 과정도 가졌다.  
 
또 모두가 흥미 진진한 가운데 뜨거운 은혜를 경험한 새로운 
묵상법에 한 훈련도 있었다.  강사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 이 묵상법을 

응해 보았다. 우리 모두는 여러번 천천히 반복하여 똑같은 내용을 
듣고 특별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나 단어를 깊이 묵상한다. 
그러면서 상상 속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나 자신의 육신에서 떠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시간과 장소 속으로 시공간을 이동해 간다.  
이렇게 나 자신을 탕자의 비유속에 나오는 탕자로 동일 인물화 
하여서 그 배경속에서 나를 맞아주는 아버지의 존재 혹은 어머니나 
그 주위의 인물을 느껴보는 방식의 묵상법이었다. 묵상 후 나누는 
시간을 통해 나의 탕자된 모습과 돌아온 나를 다시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육체의 어머니나 아버지와 같이 더 뜨거운 모습으로 
느끼며 감사하게 되는 감동에 모두 휩싸였음을 알게 되었다.  
 
이 모든 귀한 배움과 나눔의 시간들을 마치고 이 종미 목사님의 
예배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배풀어 주신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과의 하나되는 성찬식을 행함으로 1 박 2 일간의 모든 일정을 
감사 가운데에 마치게 되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시 본교회로 돌아와 주일 예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바쁘고 고단한 가운데 이번 수련회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자상하고도 세 한 모든 손길을 더욱 감사하며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동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른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낸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를 부르는 이번 주 
찬양 의 찬양이 오늘따라 더욱 큰 은혜로 내 마음에 울린다.  
 

***************** 
 
안녕하세요?  
 
저는 펠리사이드장로교회의 한 수잔나라고 합니다. 
4 월 19-20 일에 있었던 동북 회/동부한미노회 연합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입니다. 이번 수련회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에서 나 자신이 그 성경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그 때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 
들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묵상을 할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동적 이었습니다.  부끄럽지만 보통 때는 말씀이니까 읽는구나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제 자신 회개했습니다. 이제 부터는 
이번에 습득한 방법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5 
 

 
주일에 저의 권사님들 회의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수련회에 
참석했기때문에 모르는것도 많고 배울것도 많고 해야하는것도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원진 여러분들의 여러가지의 
희생이 아니면 모든게 힘들지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봉사의 정신으로 힘쓰시니 이런 모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임원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여성회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실천하여서 자기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모두가 열심을 내야 될것 같습니다. 
 
기도와 말씀공부, 묵상이 우리의 삶에서 항상 병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말씀안에서 제 
자신도 열심히 노력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것을 믿습니다.  
 
연합수련회에 참석할수 있었음을 다시 감사드립니다.    
 

 
******************** 
 
동북 회/동부한미노회에서는 2013 년 4 월 19-20 일 제 24 회 

연합수련회를 기회로 NKPW 교육세미나를 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연합수련회를 마친후 참가자들이 작성한 평가서에 

의존하여 모은글을 소개합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경험에서 많이 나의 신앙 생활/생각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시간 동안 정말 

즐겁게 배웠다.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이종미 목사님 말씀, 영성계발,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영성을 훈련하는 교육이다. 

 새벽에 이종미 목사님과 Spiritual Practice 할때 성경속 

으로 들어가 생각하는 연습, 함께 Communicate 하면서 

동참할수 있고 실제적인 생활에 적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가장 도움이 된 것은 기도 또는 묵상할때 성경말씀이나 

사건속에 나를 개입하여 몰입, 들어가는 훈련이 너무 

좋았다. 이를 통해 여성과 하나님의 관계, 실제 하나님의 

모습을 내 생각안에 제한하고 있었구나 깨닫게 되고 

성경을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적용해야겠다고 생각 

하였고, 이것은 나의 기도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이다. Fellowship, Workshop 모두가 자연스럽고 open 

mind 를 할수 있도록 제시되었다. 

 세미나에서 다룬 주제들이 한명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관심있는 주제라고 했으며 관심이 없는 분야라고 답한 

분도 이 교육을 통해 이러한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셨다.  
 세미나에서 새롭게 배우거나 깨달은 것 중에서 꼭 

적용하고 싶은것:  
*나의 삶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수 

있는 훈련을 하는 계기가 있기를, 밤에 예배드리고 말씀 

묵상 하면서 성경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는 연습을 

해보고 싶고, Sharing 을 통해 우리의 2nd Generation 

에게 전해주고 싶으며, 하나님과의 기도에서 아뢰는 기도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을 더 해야겠다.  
*교회속에서: 묵상과 기도하는 그룹을 만들고 싶고, 
치시는 하나님의 실례들을 나의 교회 교인들과 sharing 

하고 싶다. 또한 지도자 계발을 위한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 
*세상에서: “사랑의 하나님”, “치시는 하나님”에 한 

이해를 바로 할수 있도록 나의 이웃 성도들에게 접근하고 
싶다. 예수님의 구원계획을 모르는 자들이나 타 종교에 

심취한 자들이라도 인격과 생각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제 

하겠다. 외롭게 계시는 곳(양로원)을 찾아서 위로할 

것이다. 
 만약 이런 프로그램을 NKPW가 또 다시 제공한다면 모두

가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다. 
 이러한 세미나를 다음에 다시 할 경우 바꾸어야 할것이 

있다면, 꼭 바꾸어야 할것 한 두가지를 지적한다면: 
시간에 쫒기지 않도록 더 많은 시간이 필요,  Bring  

friends from your church 등이 있다. 
 NKPW 교육원이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토픽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으로는:  
*현재 PC(USA)가 격고 있는 어려움을 (10A 조항/ 

동성애자안수건/결혼정의 변경등..) KPW 입장에서와 

나의 신앙 입장에서 어떻게 처해야함이 옳은 길인가? 

* *리더쉽에 해 

*Mother/Daughter Fellowship 

 

이상과 같이 workshop 모두가 자연스럽고 열린 마음을 
가지고 화하면서 동참할수 있도록 제시되었다는 평입니다.  

                
 

****************************************************** 
 
(회장 인사 Pg.1 에서 계속) 
 
“긍휼의 진리를 심어 하나님의 정의와 화평을 이루자” 의 주제를 
펼치고 실 생활 속에 자리매김 할 수 있는 놓쳐서는 안될 
귀중하고 알차고 잊을 수 없는 은혜로운 말씀과 프로그램들을 
정성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초 하시고 
기다리시는 모임에 오시기만 하시면 엄청난 은혜와 예비하신 
축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을 초 합니다. 
  
우리는 축복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의 찬양을 교회 안에 

가두어 두지 말고 밖을 향해, 믿지 않는 이들에게 들려 
주어야겠습니다. 
 
PW 의 Logo 를 가까이 두시고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려 드리는 
삶을 사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 하시고 매일 성화되어 가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Leadership 을 
발휘 하시고 작은자와 약한이의 친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그리고 여러분들의 협력과 기도로 
NKPW 의 baton 을 이어받아 2 년의 계주를 거의 마쳐가는. 
  
김경자 장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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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북  회 / 동 부 한 미 노 회 
  

1)연합 임원 
수련회: 
1/19/2013(토) 
장소:동부 한미 
노회 사무실 
 
* 예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제목으로 박상천    
목사님 
(소망교회 담임 

목사, 동부한미노회 회장)의 설교  말씀이 계셨고 
* 주제 강의로는 “ 리더쉽 이야기-허상에서  벗어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시고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2)지교회 여성 표 수련회 및 제 46 차 연합기도회:2/16/2013 
  장소:아름다운 교회 
  * 설교:”참된 변화”라는 말씀으로 오선일목사님(아름다운   
     교회 부목사)으로 여는 예배를 시작하였음. 
  *  PC(USA)구조와 PW 상호관계 및 NKPW/NCKPC,    
     KPW/EKPW, EKPW 와의 상호관계 및 동북 회(SNE)와   
     PPG 근황을 남후남 장로님이 설명 
  * 주제 강의:”만유의 통일”(오선일 목사님) 
  * 기도회: 이지숙 권사(아름다운 교회) 인도로 기도회를 마침 
 
3)세계 기도일(3/1(금) 에 맟추어 각교회에서 예배 드릴것을  
   권장함 
 
4)연합 수련: 4/19/2013(금)-4/20/2013(토) 

* 장소: Stony Point Center 
* 여는 예배: “복된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박태성 목사님(동북 회 KPC 회장, 뉴욕 영광 장로교회)   
        설교말씀 주심 
* 강사: 이종미 목사(NKPW 교육원 위원) 
           주제: 영성 계발 1: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영성 계발 2: 여성의 영성과 하나님 
* 강사:이정인 집사(NKPW 교육원 위원) 
            주제: 지도력과 조직력 계발 (1) 
                      지도력과 조직력 계발 (2) 

 
 
5)제 47 차 연합 기도회 : 6/11/2013(화) 예정 
 
6)연합 임원회 :8/3/2013(토) 예정 
 
7)연합 선교 회 및 13 회 정기 총회 :9/21/2013(토) 예정

 

 

 

리빙 워터스 회 
 

지난 4 월 16 일-20 일 Louisville Ky 에서 있었던 PCUSA 와 

PCK Mission Consultation 에 참여한 모든 위원들이 루이빌 

한인장로교회에 초 되어 여선교회에서 준비한 그림같이 

아름답고 맛있는 저녁 접을 받고 한명성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졌고, 한미 양 교단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좋은 

성도의 교제와 화를 갖는 유익하고 은혜로운 모임을 

가졌습니다. 많은 정성과 수고를 기울이신 한지은 사모님과 

김화자 장로님, 강효진 집사님과 여선교회 회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 회  /  노 회 / CCT PW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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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북 미   회 
 

2013 년도 사업보고 및 계획 

1. KPC 1 차 정기모임 및 여선교회모임 

장소:  양문교회    

일시:2 월 12 일(화)오후 6 시 

2. 원로목사님, 사모님 위안의날 :각 교회 음식 분담 

장소: 권애나  

집사님  (8315  61st 

St W University  

Place WA 98467) 

일시:4 월 

23 일(화)오후 12 시 

 

 

 

 

 

 

 

 

 

 

3. 여선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장소:각 지교회-헌금은 NKPW 로 2 세사역자를 위한 

지정헌금으로 보냄  

일시:3-4 월중  

4. 제 14 차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 총회 행사 주관 

일시:5 월 30,31,6 월 1 일 2013 년(목,금,토) 

장소:Seattle Airport  Marriott Hotel (목, 토)     

       타코마 중앙장로교회(금) 

5. KPC 2 차 정기모임 및 여선교회모임 

장소:스포켄 한인장로교회 

일시:5 월 13 일(월)오후 6 시 

6. 목회자 수련회 예정 

장소: 

일시:  
7. 서북미 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 12 회 찬양의밤— 

비빔밥 세일(각교회 분담) 

장소:시애틀연합장로교회 

일시: 9 월 7 일 (토)오후 6 시          

8. 둥지 선교회 후원금(김진숙 목사) :노숙자 비상 

임시숙소 제공 및 급식제공 

9. 여수 애양원 선교헌금  

      10. KPC 3 차 정기모임 및 여선교회 모임 

            일시:평안교회 

            장소:11 월 5 일(화)오후 6 시

 

태 평 양  회 

 
1. 선교: 샌프란시스코 거리 선교(노숙자및 알콜, 마약 

중독자를 위한 복음 선교), 여성 신학생과 2 세 신학생 
장학금 지급, 2 세 선교 사역, 기드온과 교도소 
선교(성경책 배부 사역), 목회자 연장 교육 후원 
 

2.  연 2 회 정기 수련회및 Workshop 
 2013 년 봄 수련회 

일시: 2013 년 4 월 13 일 
주제: “사랑하는 내 딸아, 네 목소리가 듣고 싶구나” 
장소: 새크라멘토 시온장로교회 
강사: 박희규목사, 홍현심전도사(NKPW 교육원 
강사) 

 
 2013 년  가을 수련회 예정 

일시: 2013 년 9 월 14 일, 장소:샌라파엘 장로교회 
 

3. 제 15 회 정기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 
회장: 심계숙(샌라파엘교회)   
부회장: 이순영(알라메다교회) 

총무: 이영옥(시온장로교회)   
회계: 신만숙(상항연합교회) 
서기: 이선경(콘트라코스타교회)  
봉사부장: 이선복(상항연합교회) 
교육부장: 구혜근(시온장로교회)  
 

 
 

4. 2012 년- 2014 년 태평양 회 목표 
“ 회에 속한 모든 여선교회와의 만남” 
 태평양 회 임원진은 2,3 개월마다 태평양 회에  

속한 지교회를 방문하여 지교회 여선교회와 

Network 활성화, 회 및 전국연합회 홍보 

 2013 년 2 월 24 일: 상항 금문장로교회 방문 

 2013 년 3 월 24 일: 상항 은혜장로교회 방문 

 

5.  기금 마련  
 도토리국수 판매로 재정의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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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    회 
 

*신임 임원진 
신임회장 : 양방자 권사      부회장 : 이향숙권사  
총 무 : 정성애 집사         서 기 : 김인자 집사   
회 계 : 최란조 권사 
*임원회: 신임회장 양방자 권사 에서 3 월 임원회를    
  가졌으며 직전 회장과 신임 임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한국여성 쉼터와 예지 교회를 후원 하기로 결정하고 후원금  
  $500.00 을 보냈습니다. 
*Texas College Station 의 개척 교회를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250.00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 다음 임원회를 8 월에 모이기로 하였으며  10 월  썬 회  
  사명자 회와 “달란트 축제” 행사 준비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였습니다. 

 

 
 

 

C C T / P W 보 고 
 

보고자: 
조향미 목사 
 
 
 
 
 

ClosingWorship 을 
인도한 조향미 
목사가 이은주 

목사와 함께 
성찬식을 집례하다 

 

CCT/PW 모임이 3 월 15-17 일까지 루이빌에서 있었다. 

여선교회 스텝과 실행위원 35 명이전국에서 모였다.  3 월 

16 일은 온 종일  Adaptive Leadership 워크샵 을 통해 (인도: 

Mary Elva Smith) ‘현시 의 진정한 진정한 리드쉽이 

무엇인가’를 여선교회 실행위원들과여선교회  staff 들이 

훈련받았다.   3 월 17 일은 각 위원회가 모여 그들의 사역과 

미래의 사역들을 논의하고 결정하였고,  3 월 18 일은 

Business Meeting 과 각 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특히 

그동안 실행위원으로 섬기던 자들과 새로 위임되는 자들의 이 

취임식이 따뜻한 교제와  웃음속에  이루어졌다. 

Korean American Member-at -Large 위원인 조향미 목사가 

Closing Worship 을 인도했으며, 이 예배에서 실행위원과 

스텝들이 $3,828 헌금과 $4,045 의 작정 헌금을 드렸다. 

 

3 월 CCT/PW 모임의  Highlights 

 2014   Global Exchange 선교여행이 11 월 4-18 일간 

카라비안 (Caribbean) 지역을 가기로 결정되다. 신청서는  

PW web page 에 들어가면 볼수 있다. 

 Antiracism 에 관한 비디오를 루이빌 PW 사무실을 통해  

빌려 볼수 있다. Racial Justice video-lending library  

( Contact  이은주 목사) 

 2013 년 8 월 1-3 일까지  Big Tent 행사가 루이빌에서 

열린다.  특히 이 행사후 8 월 4 일에는  Culturally 

Proficient Leadership 워크삽이  있다.  이 워크삽은  

Korean American 으로 사는 한국인들에게 인종차별 

문제를 바르게 보는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것이다.(문의 : 

이은주 목사) 

 한국어판  Horizon Bible Study 의 출판을  언제든지 

필요가 요구될때는 다시 출판하기로 하는 조건하에 더 

이상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  20 년이 넘게 많은 

경비를 들여 번역본을 내어왔으나 판매 실적이 너무나 

저조하여 번역을 중단하기로 하다.(예: 2012 년 9 권 판매)  

 Peace & Justice 위원회에서는 매년 1 월 한주간을  

Human Trafficking (인신매매)  반 운동을 하는  

Action Day 로 정하여 전국의 여선교회들의 목소리를 

함께하는 주간으로 정하였다. 이 주간   Human 

Trafficking 에 관한 워크삽과 예배를 드리기로 하다.  

한인교회 여선교회에서도 이 운동에 함께 참여하면  

PCUSA PW 와  뜻깊은 연 감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올해 3 월 첫주에 열린 UN 에 (뉴욕) 70 여명의  PCUSA  

PW 관련 여성들이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에 참여하였다.  특히 유엔은 매달 25 일을  

‘Orange Days’ 로 (11 월은 제외)정하여 여성들과 여자 

어린이들을 위한 인신매매나 폭력을 반 하며 이러한 

악이 종결되도록 계속해서 연 하기로 하였다. 

 The gift of women Sunday 가 3 월 8 일  PCUSA 전국 

여선도회에서 기념되어졌습니다.  여성들의 각 은사를 

감사하며 기념하는 주일로 매년 3 월에 우리 교단의 전국 

여선도회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PW Grant 신청이 한국 여선도회원 여러분들에게도 

가능합니다.(문의: Gloria Chough 목사) 

 

Thanks Offering Program 은 건강(Health), 

교육(Education), 여성 경제력 계발 (Economic 

development), 여성과 어린이의 위급한 필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내와 인터내셔널  프로젝을 위해 

주어지는 PCUSA  여선교회의 Grant 입니다.  

Sister stand and walk Together 는  racial-ethnic and 

immigrant 여성들의 지도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Grant 로, 

한인 교회 여선 교회 여성들을 위한 지도력 향상을 위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Grant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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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선교협의회 (PCK-PCUSA Mission Consultation): 
 

 
지난 4 월 16 일부터 19 일 까지 켄터키주 루이빌신학교 에서 

한국장로교(통합) 총회의 지도자들과 미국장로교 총회의 

지도자들이 함께모여 양교단간 선교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 협의회에는 NCKPC 표단 6 명이 초청받아 

한미노회의 사역소개와 전망, NCKPC 캔쿤 총회의 신학적 

의의, 한국교회의 해외선교 등에 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장로 교의 역사에서 NCKPC 표를 

양교단 협의회에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로 이 일을 

위해 총회 민종 및 여성사역부의 김선배 목사는 미국장로교의 

한인사역에 해 발표하고 한인 이민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에 

해 역설하였습니다.  
양 교단의 표들은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위기를 전쟁이 

아닌 평화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요지의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양교단이 힘을 모아 선교에 힘쓰되 가난 

(Poverty)과 전도(Evangelism) 그리고 폭력(Violence)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에 이해를 같이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양 교단이 함께 노력해야 할 분야 들을 열거하고 

선교협력을 위한 별도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NAPW 전국 모임 
 

2013 Churchwide Gathering of National Asian Presbyterian 

Women PC (USA): NAPW 전국 모임이 4 월 26 일- 28 일 

까지  Sheraton North Houston Hotel 에서 모였습니다. Rev. 

Dr. Eunjoo Mary Kim 의 "Women, Spirituality and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의 주제 강의와 Rev. Dr. Unzu 

Lee 의 "Church's Ministries on Behalf of Women" 강의가 

있었습니다. 예배와 성찬예식, 여러 강사님들의 귀한 말씀과 

프로그램으로 참석한 모든 자매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배움과 성장의 기회와 사명을 일깨우는 도전을 받았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해와 유 관계를 돈독히 하는 축복된 

모임 이었습니다. 두 분 목사님과 이정심 장로님, 저,  4 분의 

NKPW 회원들과 더불어 10 여개의 아시안 장로교 교회의 

여성들이 회원으로 참여 하였고,  2013 - 2016 년도 임기의 

Moderator 로 Joan Fong 이 취임하였습니다.  

 

 
************************************************************************** 

 
전국여선교회 연합회  회원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성과 기도가 담겨진 헌금과 편지에 늘 감격하며, 선교의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국여선교회 연합회 회원 한분 한분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해봅니다. 지난 2 년동안의 임기 

를 한결같이 지켜주시고 부족하나마 잘 마칠 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림니다.     

   

회계  차 신덕 

 
 

13 회기를 시작하면서 과연 이 무거운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갈수 있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 되심을 

의지하며 달려왔던 두해가 어느덧 저물어 가지만, 아직도 

설익은 사과의 풋냄새 나는 미흡함에  씁쓸한 마음만 남습니다. 

이젠 끝인가 하면서도 이제 진정한 시작의 발돋음이 아닌가 

하는 결의는, 그동안 전국연합회 회원님들이 많은 기도와 

격려로서 모든일을 협력함으로 선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닐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동역자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총무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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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지에서 온 감사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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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를 드리며…  
 

재정이사장 이정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이신 후원회원님들과 선교회원님들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이 고통하고, 어려운 세대에 하늘의 뜻을 이 땅에 펴기 위하여 여성 

사역과 회원들의 교육, 지 교회와 대회 여선교회 활성화, 그리고 2 세 선교와 국내외 선교 등, 

주님께서 명하신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물질로 성원하여 주시는 

동역자님들과 지 교회 여선교회, 또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실수가 없으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사역의 막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부름 

받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선교 동역자들입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어린아이 시절을 벗어나 이제 모든 사역에 성숙한 장로교 여성들의 

전국연합회로 발돋움하며 신음하고, 갈등하는 교단과 지 교회 여선교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충성된 청지기들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재정이사회는 9 명의 재정이사님들(NKPW 회장, 회계 포함)과 이번 회기에 

처음으로 실시하여 초대에 기쁨으로 응해주신 50 명의 후원이사님들로 구성되어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으며 후원이사회비는 한 회기인 2 년에 $500 ($250/yr)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더 많은 후원이사님들이 순종하여 이 어려운 세대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나눔에 부족함이 없는 힘 있고, 생동력 있는 연합회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울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13 회기를 위하여 열정을 다하여 헌신하신 김경자 회장님과 

임원님들, 실행위원님들, 또 교육원장님이신 이은주 목사님, spiritual adviser 이신 김정숙 목사님, 

CCT/PW 대표 조향미 목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재정이사님들께 마음 속 깊은 감사를 드리며 힘찬 

박수를 보냅니다. 
 

주님의 은총과 축복 안에서 늘 평강하시고, 수고하시는 사역에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2011-13 NKPW 재정이사회    

이사장: 이정희 사모,     회계: 차신덕 권사 
이   사: 강정희 장로 [1 지역], 배선옥 장로 [2 지역], 이상연 장로 [3 지역], 장신옥 장로 

[4 지역] 

안희진 집사 [5 지역], 김철식 집사 [6 지역] 

NKPW 회장: 김경자 장로 

 
   표어: “하늘의 뜻을 땅에 펴는 교회여성”    

 

재정이사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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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PW 후원회원   
                        NKPW 2011~ 2013 재정이사 [$2,000/2yr] 
● 이사장:  이정희 사모 [11-15]            ●회   계: 차신덕 권사 

● 이   사: 강정희 장로 [1 지역/11-13], 배선옥 장로 [2 지역/11-13], 이상연 장로 [3 지역/11-13] 

   장신옥 장로 [4 지역/11-15], 안희진 집사 [5 지역/11-15], 김철식 집사 [6 지역/11-13] 

● NKPW 회장: 김경자 장로 

 

                          NKPW 2011~ 2013 후원이사 [$500/2yr]  
  제 1 지역 [So. California/Hawaii] * 재정이사: 강정희 장로 
● 후원이사: 12 명 
강금자 집사, 김수잔 권사, 박봉남 집사. 박선영 장로, 박윤주 집사. 이린애 장로, 
이수연 장로, 이정심 장로, 유화진 집사, 윤미셀 장로, 정영희 장로, 최순희 집사 
  제 2 지역 [Alaska/Northwest, Pacific, Rocky Mountains, Southwest] * 재정이사: 배선옥 장로 
● 후원이사: 12 명 
강구혜 장로, 박미원 장로, 박옥연 집사, 심계숙 집사, 양혜란 장로, 오화자 권사, 
장일원 장로, 조정숙 집사, 차학조 집사, 최경화 장로, 최숙희 장로, 황순애 권사 
  제 3 지역 [Covenant, Lincoln Trails, Lakes & Prairies, Mid-America] * 재정이사: 이상연 장로 
● 후원이사: 9 명 
김경희 집사, 김정희 집사, 김은숙 권사, 송옥희 장로, 양정아 장로, 우선혜 집사, 
이동숙 집사, 이명희 장로, 최은숙 장로 

  제4지역 [Northeast] * 재정이사: 장신옥 장로 

● 후원이사: 10 명 
김영숙 장로, 김한나 집사, 남후남 장로, 박영숙 장로, 신용길 장로, 이미애 집사, 
이지숙 권사, 조수진 권사, 최정숙 장로, 호연희 권사 

  제5지역 [Trinity, Mid-Atlantic] * 재정이사: 안희진 집사 

● 후원이사: 6 명 
김숙남 집사, 이승녀 권사, 최규자 장로, 황기숙 집사, 김정순 집사, 박분희 집사 

  제6지역 [S. Atlantic, Living Waters, Sun] * 재정이사: 김철식 집사 

● 후원이사: 1 명 
이숙영 집사 
    총 후원이사 수: 50 명    

 

                                   NKPW 밀알회원  [역대회장 선교회]          
● 남혜숙 장로 [5 대] ● 이정희 사모 [6 대] ● 윤경순 장로 [7 대] ● 장신옥 장로 [8 대]  
   김화자 장로 [9 대] 
● 양준애 장로 [10 대] ● 이정인 집사 [11 대] ● 지인순 장로 [12 대] ● 김경자 장로 [13 대] 

 

 

 모든 후원금은 NKPW 회계 차신덕 권사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NKPW 후원금 보낼 곳      
 

 Check payable to: NKPW 

 주소: MS. Shin Duck Cha 

1809 214th St. SW                          전화: (425) 770-6344 (M) 

Lynnwood, WA 98036                     E-mail: cha529@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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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PW 2 세 및 국내외 선교회원/교회/대회  ● 

2 세 선교  국내외선교  

● 마리아 회원 [$100 이상]: 18 명/3 교회 
   김영환, 김은숙, 김은아, 김정미, 나준재/승희, 박영숙,  

   배선옥, Amy Song, 신경자, 오쥴리, 이기환, 이영식,  

   정익복, 조한무/ 인자, 지인순, 최명숙, 최용옥, 황영혜 

   **교회: 롱아일랜드 믿음장로교회, 한미언약, 워싱턴  

      한인연합   
● 마르다 회원 [$200 이상]: 14 명/1 교회 
   공정화, 금병숙, 김미숙, 김광진/성희, 남후남, 박순희,  

    박송자, 심계숙, 이명희, 이숙영, 이한홍/송경희, 장일원, 

최숙희, 황순애  

   **교회: 아틀란타 베다니[$300]  
● 루디아 회원[$500 이상]: 5 명/4 교회/2 대회               
   김경자, 박옥연, 이정희, 장신옥, 차신덕 

   **교회: 디트로이트 한인연합[$1,000], 

              시애틀 연합[$1,000], 

              아틀란타 연합[$500],  

              크리브런드 중앙[$3,200] 

   **대회: 선대회[$1,000],  

              태평양대회[$1,000]  

● 마리아 회원 [$100 이상]: 5 명/1 교회 
   강구혜, 김경애, 배선옥, 양혜란, 조한숙 

 
   **교회: 롱아일랜드 믿음장로교회 

 

 

 

 

● 마르다 회원 [$200 이상]: 1 명 
   이진자 

 

 

 

 

 

● 루디아 회원 [$500 이상]: 4 명 
   김경자, 김정숙 목사, 이정희, 장신옥 

 총 2 세 선교회원: 37 명/8 교회/2 대회 [$16,525]       총 국내외선교회원 수: 10 명/1 교회 [$2,600] 
 

 

●                   NKPW 전국모임 후원                   ● 

전국모임 후원회원  전국모임 후원교회/대회 

● 마리아 회원 [$100 이상]: 22 명 
강의열, 김경애, 김경철, 김광윤/성은, 김용호,  

김광휘/윤선, 김우식, 김윤미, 김홍린, 박경란, 박길순,  

박덕자, 박송자, 박영자, 오대기, 유진형, 이미집, 이호웅,  

임숙희, 지기선, 지정만, Robert F. Pirkle 

 

● 마르다 회원 [$200 이상]: 11 명  
   곽춘자, 김한나, 남혜숙, 윤경순, 윤정희, 이혜진 , 이행지,  

   조상진, 차신덕, 최규자, 최금선  
  

● 루디아 회원 [$500 이상]: 4 명  
   김경자, 이정희, 장신옥, 최은숙 

 

● 교회: 3 교회      
   시애틀 연합[$1,000], 타코마 중앙[$1,000]  

   평안교회 [$1,000] 

 
 

● 대회: 2 대회  
   Alaska/Northwest KPC[$1,000] 

   중서부대회[$300] 

  

 총 전국모임 후원회원 수: 37 명 [$6,744.13  ]  총 후원교회/대회 수: 3 교회/2 대회 [$4,300] 
 

 

●        NKPW 지 교회 회비/헌신예배 헌금      ● 

NKPW 지 교회 회비 헌신예배 헌금  

          ● 교회 수: 52 교회 [재정보고 참조] 

          ● 참가 %: 13% 

          ● 교회 수: 43 교회[재정보고 참조] 
          ● 참가 %: 10.75% 

 총 헌금 액: $9,405.00   총 헌금 액: $22,6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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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PW 회비와 헌신예배 헌금을 미납한 교회는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 교회 회비                    헌 신 예 배 헌금          
                                                                                                       

 회원  50 명   이하:               $  70.00 
 회원   51 - 150 명:               $100.00 
 회원 151 - 299 명:               $200.00 
 회원 300 – 399 명:               $300.00 
 회원 400 – 499 명:               $400.00 
 회원 500 명 이상:                $500.00 이상  

 Check payable to: NKPW 
 보낼 곳: 차신덕 회계 

 
 매년 4 월 마지막 주일은 여선교회 전국연합회에 속한   
 모든 장로교 여성들이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헌신예배 주일입니다.   

 
 3,4 월 중 편리한 날에 헌신예배를 드리고,  헌금은   
 모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로 보내어 연합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Check payable to: NKPW 
 보낼 곳: 차신덕 회계 

 

NKPW 선교회원으로 초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선교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실 “국내외선교회원”으로 초 합니다!! 
 

   국내외선교회원        NKPW 국내외선교    

           
 

마리아 회원 
 

$100.00 이상 

 

마르다 회원 

 

$200.00 이상 

 

루디아 회원 

 

$500.00 이상 
 

   국내선교    
     ● 여성특수목회(가정 폭력/학  여성)  
     ● 무숙자 선교회(둥지선교회) 
     ● Refuge 선교회 (아리조나)  
     ● 교도소 선교회(미주 한인 수감자)       
     ● 여성 목회자회, 교역자 부인회, PW 등 

  국외선교 
     ● 북한, 중국, 필리핀, 베트남 이주여성사역 
 

 

 

 2 세 선교를 도와주세요!!    
 

     2 세 목회를 위하여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실 “2 세 선교회원”으로 초 합니다!!  
 

    2 세 선교회원       NKPW 2 세 선교   

           

마리아 회원 $100.00 이상 

마르다 회원 $200.00 이상 

루디아 회원 $500.00 이상 
 

 
     ● 총회 한인목회실 2 세 Field Staff 돕기 
     ● 2 세 목회자 Mentoring 
     ● 2 세 목회자 및 2 세 기관 돕기 
         - EMPC, KASE 
     ● 2 세 여성 신학생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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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회기 재정이사회 모금현황    ● ● 
                      

 모금 현황   
       ●지 교회 회비 및 헌신예배 헌금  

 전국 400 여 교회 중 회비 13% [52 교회] / 헌신예배 헌금 10,75%[43 교회] 참가  

 회비 - 목표: $10,000 / 모금: $9,405 

 헌신예배 헌금 - 목표: $21,000 / 모금: $22,642.30                  

      ●선교헌금 [재정이사회비, 후원이사회비, 알회비, 선교헌금] 

 목표: $45,000 / 모금: $43,152.94 

      ●교육원 [기관모금]: 목표: $24,000 / 모금: $14,000 

      ●전국모임 [전국모임 후원금, 등록비]: 목표: $23,000 / 모금: $13,344.13 + 등록비 + 기타  

 

 

 

 

 
 

대회  후원자  날자  후원금 

2 세 

후원금  국내외선교 

전국모임 

후원금  헌금금액 

Alaska/Northwest  박옥연  8/25/11, 2/18/12     $1,500.00        $1,500.00 

      4‐20‐13                

   이영식  4‐20‐13     $100.00        $100.00 

   강구혜  1/7/2012,4/1/13  $250.00     $100.00     $350.00 

   차신덕  8/25/11, 3/11/13     $500.00     $200.00  $700.00 

   박미원  11‐16‐11  $250.00           $250.00 

   황순애  11‐16‐11     $200.00        $200.00 

   오화자  4‐6‐13  $250.00           $250.00 

   김윤미  4‐15‐13           $100.00  $100.00 

   조한숙  4‐20‐13  $100.00     $100.00

   김홍린  3‐11‐13           $100.00  $100.00 

   임숙희  4‐28‐13           $100.00  $100.00 

   최금선  5‐1‐13           $200.00  $200.00 

   곽춘자  5‐1‐13           $200.00  $200.00 

   김순홍  5‐5‐13           $200.00  $200.00 

   유덕순  5‐5‐13           $100.00  $100.00 

Northeast  장신옥  5/12/11, 1/28/12  $2,000.00  $500.00  $500.00  $500.00  $3,500.00 

      11/12/12, 3/22/13                

   김경애  11‐12‐12        $100.00     $100.00 

   김한나  8/25/2011,4/20/13  $250.00        $250.00  $500.00 

   최정숙  9‐27‐11  $250.00    $250.00

   김영숙  9‐27‐11  $250.00           $250.00 

   박영숙  9‐27‐11  $250.00           $250.00 

   조수진  9/27/11, 1/25/13  $500.00           $500.00 

   신용길  1‐28‐12  $250.00           $250.00 

   남후남  6/20/12, 11/12/12  $200.00  $200.00        $400.00 

   이정인  2‐8‐12  $60.00           $60.00 

Pacific  이정희  5/12,8/9,10/20/11  $2,000.00  $500.00  $500.00  $500.00  $3,500.00 

      10/9/12,1/25/2013                

   박송자  12/6/11, 1/2/13     $200.00        $200.00 

   차학조  12/5/11, 10/30/12  $200.00           $200.00 

   양혜란  4‐3‐12  $100.00     $100.00

   Amy Song  7‐2‐12     $125.00        $125.00 

2011-2013  NKPW 개인 후원금 
June  23, 2011~ May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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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계숙  12‐5‐11     $250.00        $250.00 

   장일원  12/5/2011,4/20/13     $450.00        $450.00 

   최숙희  12‐5‐11     $250.00        $250.00 

South‐Atlantic  이숙영  8/25/2011, 2/20/12  $750.00           $750.00 

   김철식  4‐13‐13  $2,000.00           $2,000.00 

   박길순  4‐15‐13           $100.00  $100.00 

   이미집  4‐15‐13  $100.00 $100.00

   박덕자  4‐13‐13           $100.00  $100.00 

   김우식  4‐13‐13           $100.00  $100.00 

   이호웅  4‐13‐13           $100.00  $100.00 

   조상진  4‐13‐13           $200.00  $200.00 

   오대기  4‐13‐13           $100.00  $100.00 

   지정만  4‐13‐13           $100.00  $100.00 

   김용호  4‐13‐13           $100.00  $100.00 

   유진형  4‐13‐13           $100.00  $100.00 

   Robert F.Pirkle  4‐13‐13           $100.00  $100.00 

   김미숙  12‐20‐12     $200.00        $200.00 

Lincoln Trails  양정아  8‐25‐11  $250.00    $250.00

Southwest  김정숙  8/25/11,11/12/2012        $700.00     $700.00 

S.  Cal/Hawaii  김경자  8/25/11, 11/11/11  $2,447.94  $700.00     $1,098.13  $4,246.07 

      2/15/12, 8/27/12                

      9/15/12, 11/19/12   

      5‐5‐13                

   이행지  4‐13‐13           $200.00  $200.00 

   윤경순  4‐13‐13           $200.00  $200.00 

   김성은  3‐22‐13           $100.00  $100.00 

   정영희  12‐26‐11  $250.00           $250.00 

   김은아  2‐15‐12     $100.00        $100.00 

   김광진/성희  2‐15‐12     $300.00        $300.00 

   강정희  2‐18‐12  $500.00           $500.00 

   강금자  2‐18‐12  $250.00           $250.00 

   박봉남  2‐18‐12  $120.00           $120.00 

   최명숙  3‐6‐12  $100.00    $100.00

   이한홍/송경희  3‐6‐12     $400.00        $400.00 

   김정미  3‐12‐12     $100.00        $100.00 

   박순희  3‐12‐12     $200.00        $200.00 

   공정화  3‐12‐12     $200.00        $200.00 

   조한무/인자  3‐12‐12     $100.00        $100.00 

   황영혜  4‐10‐12     $100.00        $100.00 

   나준재/승희  4‐10‐12     $50.00        $50.00 

   박영숙  4‐10‐12     $50.00        $50.00 

   김영환  4‐10‐12     $100.00        $100.00 

   이진자  8‐27‐12        $300.00     $300.00 

   금병숙  1‐25‐13  $200.00    $200.00

   이혜진  1‐30‐13           $200.00  $200.00 

   지기선  1‐30‐13           $100.00  $100.00 

   김광윤/성은  1‐30‐13           $100.00  $100.00 

   김광휘/윤선  1‐30‐13           $100.00  $100.00 

   박경란  1‐30‐13           $40.00  $40.00 

   강의열  2‐20‐13           $100.00  $100.00 

    박영자   3‐26‐13           $100.00  $100.00 

    김경철   3‐26‐13           $100.00  $100.00 

   이정심  5‐1‐13  $250.00           $250.00 

   박송자  4‐28‐13           $50.00  $50.00 

Mid‐Atlantic  최규자  11/5/11, 3/22/13 $250.00 $25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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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준애  4‐15‐13  $500.00           $500.00 

   안희진  5‐9‐12  $2,000.00           $2,000.00 

   김숙남/황기숙  5‐9‐12  $500.00           $500.00 

   이승녀  5‐9‐12  $250.00           $250.00 

   Bun Tanksley  5‐9‐12  $250.00           $250.00 

   Chong Kim  5‐9‐12  $500.00           $500.00 

   남혜숙  3‐5‐13  $200.00 $200.00

   윤정희  4‐25‐13           $228.00  $228.00 

Mid‐America  배선옥  3/6/12, 10/13/12  $2,000.00  $100.00  $100.00  $2,200.00 

      3‐22‐13                

Living Waters  지인순  3/24/12, 8/11/12  $750.00  $100.00        $850.00 

Covenent  이명희  11/16/11, 12/6/11  $250.00        $250.00 

   최은숙  11/12/12,4/1/13  $500.00        $500.00  $1,000.00 

   김은숙  11‐16‐11     $100.00     $100.00 

   최용옥  11‐16‐11     $100.00        $100.00 

   김경희  12‐6‐11  $250.00        $250.00 

   이상연  1‐5‐12  $1,000.00           $1,000.00 

   김정희  1‐5‐12  $250.00    $250.00

   D.S. LEE  1‐5‐12  $250.00           $250.00 

   Kyung J Shin  1‐5‐12  $100.00        $100.00 

   오 쥴리  1‐5‐12     $100.00        $100.00 

   이기환  1‐5‐12  $50.00    $50.00

   정익복  1‐5‐12  $50.00    $50.00

헌금총액        $23,027.94  $8,625.00  $2,500.00  $7,316.13  $41,469.07 

***김경자회장,최은숙부회장의 후원금으로 역대회장님들을 위해 honoraria pin‐PW life membership pin 을 준비 하였습니다. 

                                                                            

 

 
 
      담임목사/여             

대회  교회  선교회대회장  회비  헌신예배  2 세,후원금  전국모임  헌금총계 

Northeast  웨스트체스트연합교회  이태준목사  $           70.00  $            793.00        $             863.00 

   보스톤한인교회  이영길목사  $           70.00            $               70.00 

   롱아일랜드아름다운교회  황인철목사  $           70.00            $               70.00 

   뉴저지연합장로교회  김영철목사  $           70.00            $               70.00 

   롱아일랜드믿음장로교회  김진석목사  $           70.00     $         200.00   $             270.00 

   에리자베스한인교회  소재신목사  $           70.00            $               70.00 

   프린스톤한인장로교회  오성진목사  $           70.00            $               70.00 

   소망교회  박상천목사  $           70.00            $               70.00 

   필그림교회  양춘길목사  $         210.00           $             210.00 

   산돌교회   김현준목사   $           70.00  $            402.00        $             472.00 

   뉴욕초대교회  김승희목사     $            220.00        $             220.00 

   성은장로교회  김정문목사  $         140.00           $             140.00 

   뉴욕한인중앙교회  조한경목사  $           70.00   $       1,122.00         $        1,192.00 

   수정교회  문정선목사  $           70.00  $            240.00        $             310.00 

   뉴욕영광장로교회  박태성목사  $           70.00  $            477.00        $             547.00 

   펠리세이드교회     $           70.00            $               70.00 

   뉴욕새누리장로교회  김형석목사  $           70.00            $               70.00 

   뉴욕모새교회  김윤배목사  $           70.00            $               70.00 

   세빛교회  손태환목사  $           70.00            $               70.00 

   찬양교회  최석원목사  $           70.00            $               70.00 

   뉴욕동양제일교회  빈상석목사  $           70.00            $               70.00 

   뉴욕하은교회  고 훈목사  $           70.00            $               70.00 

Mid‐Atlantic  샬롯제일장로교회  이승태목사  $         100.00  $            121.00        $             221.00 

NKPW 후원교회 및 기관 
June 23, 2011~ May 0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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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밍톤한인장로교회  김성웅목사     $            622.00        $             622.00 

   워싱톤한인연합장로교회  김해길목사  $         170.00   $       1,130.00  $         100.00       $        1,400.00 

    랄리한인장로교회    조문길목사   $         100.00  $            500.00        $             600.00 

   위튼교회  박승호목사  $         200.00  $            890.00         $        1,090.00 

South‐Atlantic  대회  이윤정           $        300.00  $             300.00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정인수목사  $         500.00  $            397.00  $         500.00       $        1,397.00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목사        $         300.00      $             300.00 

   컬럼버스한인장로교회  장인식목사  $         200.00  $            579.00        $             779.00 

   팜비치장로교회  한석원목사  $         100.00           $             100.00 

Covenant  디트로이트연합장로교회  유승원목사  $         750.00  $            500.00  $      1,000.00       $        2,250.00 

   크리블랜드한인중앙장로‐사라  김성택목사   $     1,000.00  $            765.00  $      3,200.00       $        4,965.00 

   한미언약장로교회  김진승목사  $         215.00  $            356.00  $         100.00      $             671.00 

Living Waters  루이빌한인장로교회  한명성목사  $         140.00  $            387.00        $             527.00 

   타스카루사한인장로교회  김성웅목사  $           75.00  $            595.00        $             670.00 

   렉싱턴한인장로교회  김용화목사  $           70.00  $            146.00        $             216.00 

   버밍햄한인장로교회  조연형목사  $           75.00            $               75.00 

Sun  대회  최인선        $         500.00      $             500.00 

    빛내리교회    박형은목사   $         500.00           $             500.00 

   영락장로교회  김옥기목사      $       1,041.50         $        1,041.50 

   슈리포트‐보죠한인장로교회  김영두목사     $            301.00        $             301.00 

   코퍼스크리스티장로교회  김원재목사     $            400.00        $             400.00 

   어스틴한인장로교회  김종대목사  $         100.00  $            315.00        $             415.00 

    로턴한인장로교회    심평종목사   $         100.00           $             100.00 

Alaska/Northwest  대회/KPM  황순애           $     1,000.00   $        1,000.00 

타코마중앙장로교회  이형석목사  $         300.00   $       1,694.00     $     1,000.00   $        2,994.00 

    평안교회    강성림목사      $            518.00     $     1,000.00   $        1,518.00 

    중부워싱톤한인교회    심수일목사       $       1,544.00         $        1,544.00 

    훼어뱅크스장로교회    김주훈목사      $            385.00        $             385.00 

    하나장로교회    소은일목사   $         150.00               398.00        $             548.00 

    시애틀연합장로교회    장윤기목사   $         300.00  $            500.00  $      1,000.00   $     1,000.00   $        2,800.00 

   베이커형제교회  송원희목사     $              80.00        $               80.00 

   KPC 목사회  이기범목사           $1,000.00  $1,000.00 

시온장로교회  김경찬목사           $300.00  $300.00 

Pacific  복음장로교회  김광선목사  $         200.00  $            163.00        $             363.00 

   상항연합장로교회  이용호목사      $       1,022.00         $        1,022.00 

   태평양대회여선교회  심계숙        $      1,000.00    $        1,000.00 

   대성장로교회  한태진목사  $         200.00  $            300.00        $             500.00 

   수도한인장로교회  김승    목사     $            190.00        $             190.00 

   알라메다한인장로교회  양진욱목사  $         200.00  $            175.00        $             375.00 

   콘트라코스타한인장로교회  전성호목사     $            949.00        $             949.00 

SouthWest  휴스톤한인중앙장로교회  이재호목사  $         840.00           $             840.00 

MidWest  미드웨스트장로교회  장영건목사     $            200.00        $             200.00 

LA 한미노회  시온성중앙교회  박상규목사     $            202.00        $             202.00 

   토렌스제일장로교회  김준식목사  $         100.00  $            569.00        $             669.00 

대서양한미노회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  이영호목사  $         200.00   $       1,000.00         $        1,200.00 

Mid‐America  캔사스한인장로교회  양정모목사  $           70.00           $                70.00 

S.  CA/Hawaii  샌디에고한인연합장로교회  강용훈목사  $         100.00           $             100.00 

   선한목자장로교회  고태형목사  $         500.00  $            500.00         $        1,000.00 

Lincoln trails  중서부대회여선교회  김경자           $        300.00  $             300.00 

   피오리아한인장로교회  최병훈목사  $           70.00  $            200.00        $             270.00 

   인디아나폴리스한인장로교회  김형주목사  $         200.00  $            747.80        $             947.80 

   소계      $     9,505.00   $    23,636.30  $      7,900.00   $     5,900.00   $     46,941.30 

기타  Vision conference 결산금  NKPW/NKPM        $      5,762.38       $        5,762.38 

기관보조  NCKPC           $      4,000.00       $        4,000.00 

   헌금총계                  $     56,7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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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 장 로 교  한 인 교 회  전 국 총 회 

여  선  교  회  전  국  연  합  회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Women, PC(USA)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실  

NKPW 선교회원으로 초대합니다!! 

 

 NKPW 2 세 선교[   ]/국내외선교[   ]를 후원합니다.  $_______ 

마리아 회원: $100 이상 마르다 회원: $200 이상 루디아 회원: $500 이상 

      재정이사, 후원이사, 밀알선교회원께서는 아래 칸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정이사회비[   ]/후원이사회비[   ]/ 알회비[   ]     $_______

 재정이사회비 $2,000/2yr   후원이사회비 $500/2yr  알회비(역대회장) $무제한 

 
● Check payable to: NKPW 
● Mail to: Ms. Shin Duck Cha 

1809 214th St. SW     cha529@yahoo.com 
Lynnwood, WA 98036 

☎  (425)770-6344 (M), (425)775-2617 (H) 

 장로교여성들의 연합선교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성원해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1-13 NKPW 재정이사회    
           이사장: 이정희 사모,     회계: 차신덕 권사  

           이   사: 강정희 장로 [1 지역], 배선옥 장로 [2 지역], 이상연 장로 [3 지역], 장신옥 장로 [4 지역] 

                      안희진 집사 [5 지역], 김철식 집사 [6 지역] 

           NKPW 회장: 김경자 장로 

     표어: “하늘의 뜻을 땅에 펴는 교회여성”      
 

 

이름 
한글:                                                                                              

영어:                                                                                              

주소  

전화 ☎  

E-mail  

교회        

목사님                                                                                                    

소속 

대회/노회 

                                                                                             

날짜                      년            월            일 

 



20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