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교사업 및 후원기관 

 

 2 세 선교  

총회 한인목회실 2 세 field staff 

2 세 여성목회자 Mentoring 

EMLC – 2 세 목회자 

Korean American Student Empowerment 

Confluence –교육 

한인여성 신학생 장학금 

 

 국내선교 
Oakland 쉼터(가정폭력/학대여성 선교회) 

둥지 선교회 (무숙자 선교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lergy Women 

PW (Birthday Offering, & Thank Offering) 

교역자 부인회 

NCKPC 여성위원회 

교도소 선교 (미주한인 수감자 선교) 

Black Mt. (재한 은퇴선교사 마을) 선교후원 

 

 국외선교 
베트남 이주여성 사역 선교 

북한 만나 선교회 

 

 한인여성 신학생 장학금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Louis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San Francisco Theological Seminary 

Union Theological Seminary & PSCE 

 

 PC(USA) Young Adult Volunteer 후원 

 
 

PCUSA 에서는 매년 3 월을 “여성의 달” 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여선교회 연합 헌신 예배를  

3-4 월중에 지교회별로 드립니다. 

 

헌신예배의 헌금은 모두 여선교회 전국연합회로 모내어 

연합선교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NKPW 후원 회원 
 

 

NKPW 의 선교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동역하는 회원 
 
 NKPW 국내외 선교 및 2 세 선교회원 

마리아 회원: $100, 마르다 회원: $200 이상, 

루디아 회원: $500 이상 

 

 NKPW 평생회원 

회비: 일시금, 혹은 할부 

 

 NKPW 밀알 회원 

회원: NKPW 역대 회장 

 

 NKPW 후원이사 

인원수: 제한 없음 

이사회비: $250/yr 

 

 NKPW 재정이사  

이사: 이사장, 지역별 이사 6 명  

        NKPW 회장, NKPW 회계 

이사회비: $1,000/yr 

 

 

지교회 연회비 
 

 여선교회원:  

50 명 이하 $  70.00 

51 명 ~ 150 명 $100.00 

151 명 ~ 299 명 $200.00 

300 명 ~ 399 명 $300.00 

400 명 ~ 499 명 $400.00 

500 명 이상 $500.00 

 

 
 

모든 헌금과 연회비는 NKPW회계에게 보냅니다. 

 

Check payable to: NKPW 

Ms. Esther S. Lee 

30563 Calle De Suenos 

Rancho Palos Verdes, CA 90275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NKPW) 
 
 

 
 

표어:하나님으로 충만한 세계를 향하여 

(골 1:16-17)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Women 

Presbyterian Church (USA) 

 

 



 
미국장로교 한인교회 전국총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역       사 

 
1979 미국연합장로교(북장로교) 한인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조직 

 

1981 미국장로교(남장로교) 한인교회 여선교회 

연합회 조직 

 

1983 남.북 장로교단 통합 

 

1987 남.북장로교 여선교회 연합회가 함께 모여 

미국 장로교 전국한인교회협의회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출범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Women) 

 

1988 한인교회 여성을 Churchwide Coordinating 

Team of Presbyterian Women (CCT/PW), 

PCUSA 에 Liaison 으로 파견하기 시작, 

2000 년 부터  Korean-American Member-

at-Large 로 참여 

 

1988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헌신예배를 드리어 

헌금은 연합회 사역에 사용 

 

1988 각 대회에 여선교회 연합회 조직 (Korean 

Presbyterian Women in Synod) 

 

1991 여선교회연합회 회가 제정 (반병섭 작사, 

백경환 작곡) 

 

1992 NKPC 제 21 차 총회에서 매년 4 월 마지막 

주일을 여선교회 주일로 제정 

 

1995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제 5 차 정기총회에서 

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지도자 훈련원 개설 인준, 훈련원 

이사회 조직 

 

1995 Manhattan 의 첫 이세교회 후원 

 

1997 장기기금으로 PC(U.S.A.) Foundation 에 

Endowment Fund 구좌 설치 

 

 

 

 

2000 NKPW Mission Statement 채택 
 
2006  남 녀 Vision Conference 남선교회와 공동 주최 
 
2007  여선교회 전극연합회 제 11 차 정기총회에서 

남.북 장로교 여선교회 통합 20 주년 기념행사 
 
2009 교육원 조직 개편, NKPW 재정이사회 신설 
 
2011 교육원 조직 개편 후 첫 여성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를 

통하여 실현 

2011 PC(U.S.A.) Korean Congregational 

Support 사무실에 EM Field Staff 2 세 

사역돕기 모금운동 시작 
 
2011 Vision Conference 남여선교회 공동주최 
 
2012 E-News 창간 
 
2012 website 활성 http://nckpcusa.org/nckpc/nkpw 

         

선교지표 (Mission Statement)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여기며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여 

하늘의 뜻을 땅에 펴는 교회 여성이 되며 여성들의 

능력을 인정하고 개발하여 총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여선교회 회원들을 활성화하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계선교에 동참하게 한다 
 
 

목       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받아 

자유를 얻고, 성령으로 강건케 된 우리는 Presbyterian 

Women (PW)의 목적과 함께한다. 
 
 기도와 성경 공부로 한인 교회 여성의 신앙 자질 

향상과 여성 지도자 양성에 힘쓴다.  

 전국적인 연합 활동을 통하여 지교회, 노회, 대회 

한인여선교회가 그리스도의 선교 사업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한다.  

 미국장로교단의 한인여성 공동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증거하기 위하여 정의와 평화 

사역에 힘쓴다.  

 PW와 연대하고 동역하며 초교파적 여성사역과 

미국내 소수민족 여성사역에 협력한다. 

 

 

여선교회 전국연합회 조직 
 

 실행위원:  
임원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 

영적지도자, 고문 

CCT/PW  

대회 및 노회 대표 

교육원 대표 1 명 

재정이사장 

 

 기타위원: 감사 2 명,   

 

 실행위원회: 
        

사역중심:  선교위원회 

  정의평화 위원회 

  협력사역위원회 

function 중심:  규칙위원회 

  역사위원회 

  행사위원회 

  특별위원회 

 

 교육원:  교육원 원장, 임원 1 명,  

평신도 여성 & 목회자 4 명  

영적지도자(Ex-Officio) 

 

 재정이사회: 재정이사장 

각 지역대표 이사 6 명 

본회 회장, 회계 

 

 기타위원회:  

자문위원회 (역대회장) 

공천위원회,  

 

 

대회 및 노회 KPW 
 

Alaska/NW Covenant Lincoln Trails 

Living Waters Mid-America Mid-Atlantic 

Northeast Pacific Sun 

South Atlantic S. Cal/Hawaii  

동부 한미노회 LA 한미노회 Midwest한미 

      

 

http://nckpcusa.org/nckpc/nkp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