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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목적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성들의 공동체로서,
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 선교에 동참함으로써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데 있다.

비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전 세계 여성, 어린이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해 믿음, 사랑, 소망을 행동으로 실천한다.

비전의 실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 내리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와 자원을 제공한다.
우리는 성장할수 있도록 조직되며,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행동으로 이끄는 유연한 구조를 갖춘다.
우리는 세계의 여성들과 소녀들이 공동체와 단체, 직장과 교회 및
공적기관의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킨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자비로운 봉사와 옹호를 통해
불공정한 정책과 체제를 바꾸려 일한다.
우리는 적합한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여 개인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인도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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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150주년을 기념하면서, 그 시작으로 부터 다음 수십 년에 걸쳐 실천한 사역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들을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간증들이다. 엘렌 블루(Ellen Blue)의 선교 교재,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년의 선교 여정은 풍부한 자료들과 함께 깊이 있는 탐구를 제공하고 있다. 1세기 반이 지난 이 기념비
적인 시점에서 테레사 후버(Theressa Hoover)가 쓴 책,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에서 한 이야기는 정말 적
절하고 공감되는 말이다:
교회는 여선교회가 자기 개체 교회에서 조직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적으로 부여했다. 그리고 현재의 세대가 과거 세대 위에 어떻
게 건설해야 하는지를 역사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1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은 다른 이들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선교회를 지원해 왔으나 현 조직이 있기
까지의 과정이나 역사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다. 종종 우리는 역사에 무관심하고, 우리가 역사를 알아
야 한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는다. 엘렌 블루(Ellen Blue)는 거다 레너(Gerda Lerner)의 선구적인 책, 왜
역사가 중요한가를 인용하면서, 역사 연구의 큰 힘에 관해서 이렇게 말한다:
여성들이 역사를 발견하고 그들의 과거와 인류의 사회적 성취와의 연결을 발견하게 되면 그들의 의식은 필연적으로 많은
변화를 하게 된다. 그들에게 이 변화는 시대를 초월하는 경험이 되어, 자신들이 다른 여성들과 무엇을 공유해 왔고 또 언제
나 공유한다는 것을 알게 해 준다.2

엘렌 블루(Ellen Blue)는 그 문장을 이런 논평으로 마친다:
이 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다른 단체와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초월적인
경험이 될 것이다.3

다른 나라에서 가난 속에 사는 여성들이 적절한 의료 혜택이나 교육도 받지 못했던 상황—혹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초기 여선교회원들이 발견한 사실은 절박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동안 자신들의 삶도 변화되었다
는 것이다. 기금 마련을 위해 배운 새로운 기술들, 행정 능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 등은 자신들에게 더욱 힘을
부여해 주었다.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들과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 어린이 노동, 가난에 관한 이야기들은 20세
기 초엽에 여선교회원들에게 전해졌다. 그 계기로 그들은 새로운 정착촌을 통한 사역들을 시작했고 디커니스
운동을 했다. 자기 자신들의 훈련 학교를 세우고 선교 교육 프로그램을 관리했던 것은 더욱더 변화를 촉진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변화의 힘을 주는 것은 우리가 듣고 그것들을 이야기할 때이다. 이 이야기들은 바로 우
리 자신들의 이야기, 다른 이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이 이
야기들은 다 거룩하다. 엘렌 블루(Ellen Blue)는 우리들이 우리 선조 여성들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
기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성공과 모순 모두를 점검해 보라고 초청한다.
이 인도자 지침서는 그 초청을 확대해서 거룩하고 변화를 초래하는 이야기들을 성경 본문 탐구, 교독문,
그리고 찬송가와 함께 들어보라고 촉구한다. 듣고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그 이야기들 가운데 어디에 들어
갈 수 있는지를 발견해 보라. 그리고 수십 년 전에 선교 사역을 했던 여성들처럼 우리도 이 계속되는 사역
에서 우리의 책임과 헌신을 선언해 보기를 바란다.
교재 인도자로서 이 공부가 당신에게도 배우고, 듣고, 서로 변화하는 경험이 되기를 바란다.
후주
1. 테레사 후버(Theressa Hoover),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백주년 회고 (뉴욕: 연
합감리교회 총회 세계 선교부 여성국, 1983), 25 쪽.
2. 거다 레너(Gerda Lerner), 왜 역사가 중요한가 (뉴욕: 옥스포드 대학 출판부, 1997), 210 쪽.
3. 엘렌 블루(Ellen Blue),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년의 선교 여정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19), 18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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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자 지침서 디자인
엘렌 블루(Ellen Blue)의 교재는 중요한 날짜, 이름, 이야기되어야 할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모임의 목적들과 성경의

초점이 적혀 있다. 그 풍부한 정보들을 소화하기 위해 본문의 해당 장에 있는 이름 목록과 연대표가 각 모
임에 포함되어 있다.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

현재의 교재 장들에서 각 모임 때마다 제시된 연대표 이외에도 교재 인도자와 참가자들은 자기들 자신의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를 모임 전체에 걸쳐 만들게 될 것이다. 연대표 구조는 자
기 자신의 창조성과 교실 상황의 구조에 따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 지침서의 일반적인 준비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제안들이 들어 있다. 참가자들이 이 연대표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도록 권장하
길 바란다. 그래야 그 연대표는 그 이야기들과 우리의 삶의 교차성을 반영하면서, 혼란스럽지만 놀랍고 창
조적인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 포함된 연대표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일직선이 될 것이다. 다양한 접
근방법은 다양한 학습 스타일의 필요를 채워준다.
어쨌든,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를 만들 때 그것이 150년에 걸친 교회, 세상, 그리고 여성들의 선교 단
체 정보를 포함하도록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인종 정의 연대표는 교회와 미국과 선교 사회 역사
의 맥락을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이 자료를 사서 모든 참가자에게 나누어 줄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그
것을 주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이 지침서 뒤에 있는 추천 자료들을 참조하라. (또, 참가자들은 이 연
대표의 피디에프 [PDF] 자료를 자신들의 스마트 폰에서 볼 수 있다: unitedmethodistwomen.org/
download-resources/racial-justice-time-line-booklet.)
예배와 교독문

선정된 성경 본문들은 초기 선교회 운동에 영감을 주었고,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날 적용하도록 촉구하는
이름 없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다.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위한 찬송가와 교독문이 제안되어
있다. 이 교재를 위해 만들어진 교독문들은 공부 모임에서 선교회의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기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다. 부록 E에 있는 교독문들은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다.
다른 학습 도구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 unitedmethodistwomen.org는 정기적으로 현재와 과거 역사적인 선교
이야기를 실어준다. 특히 이번 150주년 기념 기간에 많은 자료를 실어줄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의 유튜브 채널, youtube.com/user/UMWome도 비디오를 정기적으로 올리는데, 그중 많은 것들은 이 공
부에 적합한 것이다. 이 교재를 인도하는 준비에 볼만한 위의 2 사이트들은 본인 자신의 지식을 위해서나
교실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나 다 유용하다.
본문에 언급된 여성들의 이름에 기초한 두 개의 단어 찾기 문제들은 부록 F에 있다. 그 부록은 재미있는 활
동의 한 대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역사적인 상세 정보를 더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여성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것들은 동시에 쉬는 시간에 재충전하기에도 좋다 (“2분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을 찾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라); 아니면 “숙제”로 집에 가져가서 그 앞의 모
임 혹은 다음 모임 내용에 언급된 이름들을 참가자들이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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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의 시간 엄수와 흐름

각 모임 시작 시간에 목표들을 설명하고 교재 본문의 장(들) 중에 그 모임에서 초점을 맞출 장들을 적어 준
다. 주제, 이름들, 그리고 사건들은 공부 시간에 겹치게 될 것이다. 학습 활동 중에는 모임의 목적, 각 장(들)
의 주요 내용, 그리고 교재에서 드러나는 주제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 한 시간 공부를 위한 추가 제안
들과 한 시간 공부를 위한 제안들은 예외로 하고, 이 지침서의 모임들은 네 번에 걸친 두 시간짜리 모임으
로 고안되어 있다. 교재 인도자로서 자신이 그 그룹의 필요들을 평가해서 어떻게 모임의 속도를 정할 것인
가를 결정해야 한다. 다양한 활동과 부분들에 배당된 시간은 추정 시간이다. 어떤 부분들이나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거나 그 이전 모임에서 미리 소개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어떤 부분은 완전히 생략해야 할 필
요가 있을 수도 있다.) 참가자들이 교재의 지정된 장들을 매 모임 전에 읽도록 권장하라. 인도자도 시간 전
에 미리 읽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더 참여를 수월하게 하고 풍부한 경험을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주요 주제들

교재 본문을 읽으면 이 인도자 지침서의 모임의 틀을 구성하게 되는 주요 주제들이 드러난다:
•• 성별과 남성의 권력
•• 백인 특권의 맥락에서 인종 차별 반대의 사역
•• 권력의 형태: 집단적 지도력과 공유된 지도력
•• 선교 개념들의 확대
•• 선교의 상호성
이름이나 날짜에 익숙하게 되는 것은 교재 본문을 살펴보고 몇 가지 학습 활동을 하면서 ‘선교 현장의 여
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를 만들면서 자연스럽게 된다. 주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가면 참가자들은 그
이야기의 복합성을 이해하게 된다. 동시에 선교의 영향을 다양한 시각에서 보게 된다. 역사에서 의미를 찾
는 일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역할과 시각과 책임을 이해하는 일이다. 나 자신은 나이든 백인 여성이자 북미
의 여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시각을 가지고 글을 쓰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공통의 선교 이야기를 이해하
기 위해서는 배운 것을 다 지우고 다시 배우고 새롭게 배우면서 복음서의 명령인 고백과 용서의 필요성을
배워야 한다. 모순과 애매함은 언제나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이야기들을 듣고 말하는 것은 모순들과 억압
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발견된 상호성은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하기 위해 지속해서 공동체를 창조한다. 우
리가 이러한 모임에서 얻는 공유의 경험이 우리를 움직여서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되는 우리 자신
의 이야기를 함께 찾아가게 한다.
일반적인 준비

•• 공부하기 몇 주 전에, 참가자들에게 연락해서 처음 모임에서 사용하게 될 여성과 선교 단체와의
관련성을 표현할 수 있는 물품들을 가져오라고 초대한다. 예; 그림, 사진, 이름, 상징물, 문서, 등등
•• 선교 학교 장소에 인터넷을 쓸 수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터를 쓸 수 있는지 물어본다.
•• 특별한 필요가 있는 참가자가 있는지 선교 학교 등록 담당자에게 물어봐서 확인한다. 필요하면 학
습 활동, 인쇄물, 그리고 방 배치를 조절한다.
•• 예배 처소를 위한 자료들을 모은다; 성경책,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십자가, 배터리로 켜는 초, 테
이블을 덮을 천 (옥양목이나 면으로 미국 초기 시대 여성들이 입던 치마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나,
세계화의 디자인을 강조하는 옷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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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자료들을 모은다:
oo 디비디(DVD)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150년의 유산을
umwmissionresources.org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oo 인종 정의 연대표 소책자를 자신의 공부 그룹에 있는 각 참가자를 위해 주문한다
(이 지침서 뒤에 있는 추천 자료들을 보라).
oo 최
 근 호 리스판스 잡지를 구한다 (특히 역사적인 사진들과 기사들이 포함된 호들을 보
라). 많은 리스판스 기사는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oo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를 조사해서 (unitedmethodistwomen.org)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찾는다; 특별 제안들을 위해서는 추천 자료들을 참조하라. (연합감리교회 여
선교회 웹사이트의 “인쇄” 기능을 치면 이야기들을 인쇄할 수 있다.)
oo 각 모임 때 사용할 기도 달력을 구한다. 아니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기도 달력 페이스북
페이지(facebook.com/umwprayercalendar) 또는 트위터 계정(twitter.com/UMWomen)
에 연결해서 매일 올라오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기도 달력을 볼 수 있다.
oo 다른 비디오들을 다운로드 받는다 (추천 자료들을 보면 링크나 다운로드에 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 음악 자료들
oo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UMH)
oo 더 페이스 위 싱 (The Faith We Sing)
•• 현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역들을 숙지하고 선교지의 “목소리”들에 익숙해진다. 다음과 같
은 주제들에 관한 기사들과 논문들은 리스판스 혹은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oo 지역 선교사들
oo 기후 정의
oo 모자 건강
oo 유색인들의 범죄인 취급, 반인종차별 사역
oo 경제적 불평등
oo 국내 선교 기관들
oo 디커니스와 가정 선교사들
•• 교실 준비물과 기구들을 챙긴다:
oo 뉴스프린트 갱지
oo 마커들 (냄새나는 마커를 피한다)과 펜들
oo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를 위해 쓸 긴 종이, 실, 혹은 리본과 그것
을 전시할 벽의 공간
oo 참가자들에게 반쪽짜리 종이, 색인 카드, 큰 접착 노트 등을 주고 사건들을 그 위에 쓰게 하
고 바인더 클립, 테이프, 풀, 줄, 또는 스테이플러 등으로 연대표에 붙일 수 있게 한다.
oo 압정이나 공업용 풀 또는 다른 벽에 물품을 붙일 수 있는 것들, 특히 사용하는 시설에서 준
지침에 맞는 것들
oo 예배 시설 준비물들 (위의 제안들 참조)
oo 컴퓨터/인터넷 접속과 프로젝터 기구들/필요에 따라 외부 스피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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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교재에서 인용한 구절

다음의 인용구는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에서 뽑아온 것인데 슬라이드나 뉴스프린트에 적어서 참가자
들이 마음과 생각을 이 모임의 주제에 집중하도록 돕는다.
20세기 초에 선교회에 참가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온” 모든 여성은 기독교 사역의 최전선으로 여성들을 불러낸 운동
의 일부였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합법화하고 제국의 공식 종교로 삼은 4세기 이후에, 가정에서 드리던 예배는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는 더 정교한 구조로 변화되었다. 남성 지배의 로마 풍습을 따라 여성은 지도력에서 밀려났다. 그 결과 교회
안에서의 여성 지도력은 언제나 눈에 뜨이지 않는 배후에서 작용하는 것이 되었고, 권력을 가진 남성에게 조용히 영향력
을 행사하는 식으로 발휘되었다. 1800년도에 발전된 새로운 선교회를 통해서 많은 여성이 지도력을 배웠고 그것을 사용
할 용기를 찾게 되었다.

모임의 목표들

•• 초기 여선교회 회원들의 열정과 정신을 되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를 연합감리교회 전통
안에 있는 여성 선교 단체들의 150년 역사에 연결하기
•• 교재의 본문과 다른 자료들을 소개하는 것
•• 한 그룹으로서 존중하면서 일하는 법을 찾는 것
•• “이름 없는 여성들”과 잊혀진 이야기들의 의미를 생각하고 선교의 표현으로 “가정(Home)”이라
는 개념이 가진 중요성을 생각해 보는 것
모임 준비

1.	등록처로부터 참가자들의 이메일 주소를 얻는다. 참가자들에게 연락해서 첫 번 모임 전에 1장과
2장을 읽어 오라고 촉구한다. 그들에게 여성들의 선교 조직과 관련성을 표현할 수 있는 누군가의
이름, 물건, 상징, 사진 등을 가져오라고 부탁한다. 이 공부가 포함하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고
이야기해준다:
•• 1869년에 선교가 행해진 다양한 상황들, 즉 “가정(Home)”이라는 개념이 가지는 계층적, 인
종적, 사회경제적인 맥락
•• 디커니스와 여성 선교사들의 사명감을 통해 표현된 국제적 및 국내적인 사역
•• 미국의 상황과 인종차별이 선교에 미친 영향
•• 사역을 이어나간 개인들 (“목소리들”)과 오늘날의 선교를 진전시키는 책임을 맡은 목소리들
과 관점들.
2.	선언문들의 복사본들을 준비해서 슬라이드에 보여주든지 유인물로 복사해 놓는다 (부록 A 참조).
3.	두 개의 연대표와 이 모임에 중요한 이름들의 목록을 복사하여 전시한다 (모임 1: 이 모임 마지막
에 나오는 중요 날짜와 이름들 유인물 참조).
4.	뉴스 프린트나 슬라이드 위에 이 공부의 목적과 모임의 목표들을 게시한다.
5.	뉴스 프린트 위에 제안된 그룹 언약을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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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임 동안에 테이블에 더할 상징들을 놓을 공간을 예배처소에 준비한다.
7.	컴퓨터(그리고 원하면 프로젝터)를 준비하고 참가자들이 모이는 때 놀라운 감리교 여성들의 동
맹이라는 해외 여선교회를 만든 이들에 관한 짧은 만화 영화 (1분 52 초)를 보여 준다: youtu.be/
UL-iXCJuaYU (추천 자료들에서 비디오 다운로드 받는데 관한 설명을 보라). 이 컴퓨터 (그리고
프로젝터)는 또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50 주년 기념 비디오를 첫 부분에서 보여줄 때도 사용
할 것이다.
8.	대체활동: 단어 찾기 #1 복사본 준비: 전 세계 선교 (부록 F 참조).
성경초점

누가복음 8:1–3: 몇 여성들은 예수를 따랐다
본문 초점

이번 모임은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의 1장: 자리를 박차고 나옴과 2 장: 형성기: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
역에 초점을 맞춘다. 유인물은 연대표를 제시하고 이 장들에서 논의된 중요 여성들의 목록을 제시할 것이다.
모이는 시간

참가자들이 방에 도착하는 대로 그들을 환영한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들에게 자료 테
이블을 살펴보고 추천 자료 목록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역사 비디오를 보라고 한다.

자신을 소개하고 엘렌 블루(Ellen Blue)가 지은 선교 교재,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년의 선교 여정
을 공부하러 온 모든 사람을 환영한다. 교재에서 뽑아서 붙여놓은 구절을 참가자들에게 읽도록 초청한다.
예배단에 배터리로 작동하는 초를 “켜고” 모임이 시작되었음을 알린다.
마음을 모으는 순간 (5분)

만약 그것이 전체 모임이나 그날의 다른 예배 시간에 사용된 적이 없다면 큰 소리로 매일 기도 달력을 한
참가자에게 읽어 달라고 부탁한다.
성경 봉독

성경 본문을 한 참가자에게 읽어 달라고 한다. 누가복음 8:1–3: 몇 여성들은 예수를 따랐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예수
와 동행하였다.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찬양

“오 시온아 어서 오라,”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73 장
출처: “오 시온아 어서 오라,” 작사 메리 앤 포크너 톰슨(Mary Ann Faulkner Thomson), 1894. 작곡 제임스 월치(James Walch),
1875. 공유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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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활동 1: 소개 (20–30 분)

그룹 전체에게 개회 예배에 함께한 것을 감사한 후, 참가자들에게 자기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자기들이 가
져온 물건이( 사진/그림, 상징 등) 왜 여성 선교 단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게 한
다. 각자의 상징물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신 기관들, 아니면 그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의 이름과 연결
하도록 한다. 각자 이야기는 한 줄 혹은 일 분 정도로 제한해서 시간을 나누게 한다.
그 상징/물건을 예배 단에 놓는다:
••

만약 방 배치나 시간이 가능하면 각 참가자에게 이야기를 마친 후 그 물건을 예배단에 가지고 나
오라고 초청한다.

••

아니면 전체 그룹이 휴식 시간에 자리를 떠날 때 예배단에 그 상징/물건을 놓고 가라고 초청한다.

••

아니면 예배단 주변에서 원을 만들고 침묵 시간을 가진다. 각자가 그 상징/물건을 예배단에 놓기
위해서 앞으로 나오게 한다.

••

참가자 중에 거동이 불편하거나 서기 힘든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황에 맞게 계획을 조정한다.

교독문: 이름 없는 이들

이 교독문은 부록 E에 있다. 찾아서 교독하게 한다.
휴식을 지금 하든지, 아니면 학습 활동 2 (10–15분) 후에 한다.
학습 활동 2: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대한 관점들 (7분)

참가자들과 다음 문장들을 나누면서, 그 문장들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그 전신 기관들에 대한 이해를
반영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음을 설명한다. 이것은 자기들끼리 하는 활동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각 문장에 대해서 참가자들이 동의하는지 아닌지를 대답하라고 초청한다. 그들의 응답은 자기들 자신의 묵
상을 위한 것이며, 굳이 나누라고 요청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한다.
그룹의 크기와 상황에 따라, 그 문장들을 나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

한 번에 한 문장씩 큰 소리로 읽고 각자 자기의 답변을 기록할 시간을 준다.

••

뉴스 프린트에 목록을 적어서 보게 한다.

••

아니면 문장들이 적힌 유인물을 나누어 주고 자기 응답을 거기에 적게 한다. (부록 A 참조.)

관점 문장들

1.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교육 프로그램은 여선교회원들의 영적 성장과 재정 지원과 옹호 사역
의 발전에 핵심적이다.
2.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지도력 개발, 영성, 그리고 사회정의를 선교의 세 측면들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독특하다.
3.	교회가 인종 정의를 진전하는 데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그 전신 기관들의 공이 크다.
4.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독립된 기관이라는 사실이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사역에
회원들의 발언권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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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재를 읽고 그룹 토론에 참석하면서 공부하는 동안 위의 관점들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그룹 참가자들이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들에게 마지막 모임 때까지 그 응답지를 간직하고 있으라고 부탁한다.
(만약 그 전에 휴식하지 않았으면, 지금 학습 활동 3 이전에 휴식한다.)
학습활동 3: 목적을 확인하기 (5분)

이 모임의 목적을 요약한다: 이 중요 구절들은 뉴스프린트나 슬라이드에 미리 게시한다.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이야기, 전통, 그리고 전 세계의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년에 미친 영향을
이야기함으로써 회원들을 감동시켜 선교로 부르고 준비시키는 것.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독자성을 강화하는 것.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선교에 대한 다짐이 수년간 계속됨을 보이는 것.

뉴스프린트나 슬라이드에 미리 게시된 이 모임의 목적을 보여준다.
••

다른 이들을 사역으로 인도한 초기 여선교회 회원들의 영감 넘치는 에너지와 정신을 강조한다.

••

한 그룹으로 모여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한다: 자료를 찾고 함께 할 학습 활동의 종류(예를 들면,
토론, 성경 구절 읽기와 교재의 본문에 나온 구절 읽기, 연대표를 만들기와 찬양을 하고 교독문을
읽고, 시각 자료를 만드는 등)를 보여준다.

방에 있는 자료들을 지적한다. 인종 정의 연대표 복사본을 나누어 준다. 이 자료들이 선교회와 그들의 지
도자들이 사역하던 교회와 그 당시 세상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한다.
학습 활동 4: 그룹 언약 (5–7 분)

이 공부를 위한 그룹 언약을 만든다: 참가자들이 한 그룹으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지침을 준다. 예를 들면,
경청한다.
공간을 나눈다: 토론을 독점하지 않는다.
비밀을 지킨다.
“나”를 주어로 쓴다: 다른 이들을 위해 대신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한다.
지침을 위해 다른 생각들을 자유롭게 추가하도록 한다. 그룹에서 제안하도록 초청한다. 목록을 만든 후, 그
룹 사람들이 이 언약을 기꺼이 지킬 것인지 물어보라. 어떤 문제가 되는 조항이 그 목록 안에 있으면 그 조
항을 다듬도록 토론을 인도한다.
학습 활동 5: 본문 탐구 (10분)

엘렌 블루가 쓴 교재,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이 우리 공부에 주요 정보 제공원이 될 것을 지적한다. 참
가자들이 제1장과 2장을 읽었는지를 확인한다. 1장에서 흥미 있는 부분이 무엇이었는지를 각자 나누라고
초청한다. 어떤 내용이 시선을 끌었는지, 어떤 내용을 더 알아보고 싶은지 등, 참가자들이 서로 의견을 나
누도록 한다.
학습 활동 6: 디비디(DVD) 부분 1,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8–10분)

프로젝트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150년의 유산이라고 하는 연합감리교회 여선
교회 150주년 기념 디비디(DVD) 첫 부분을 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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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디비디(DVD) 부분은 이 공부를 위한 간략한 개관 소개라고 알려주고, 자기들의 관계 범위를 확대하고
성장하여 결국 오늘날의 여선교회를 포함하게 된 초기 여선교회 조직들의 시작이었음을 설명한다. 그리고
물어본다: 무엇이 흥미를 끄는가? 무엇을 더 알아보고 싶은가? 학습 활동 7로 넘어간다.
학습 활동 7: 이름 없는 여성들 토론 (15–20분)

누가복음 8:1–3 성경 본문을 언급한다. 이 본문에는 이름 없는 여성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리
고 왜 “다른 많은 이들”은 이름이 없었을까?라는 질문에 각자의 답을 추측해 보라고 요청한다.
폴라 건 앨런(Paula Gunn Allen)의 인용구를 거룩한 장애물 (Holy Hoop)에서 읽어준다: “억압의 뿌리
는 기억의 상실이다.”1

교재 본문에서 다음 문장을 읽어준다. 이것은 앨런 블루가 2015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50주년을 맞
이해서 감리교 신학교 협회에서 발표한 글에서 원용한 것이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지식 없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수의 반복은 우리 과거에 대한 무지와 관련
해서 가장 심각한 손실은 아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가장 큰 손실은 우리가 잊어버린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기회일 것이다.
우리는 진전을 이루고는 다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같은 진전의 분출을 하면서 마치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한다
고 생각한다. 과거에 어떤 일들이 성공했는지를 아는 것은 자원이 무제한으로 있지 않은 우리 여성들을 추가적인 실수와 잘
못으로부터 구해주고, 실수를 방지해 주며, 헛수고를 없애줄 것이다. 그것이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선물이다.2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 내용에 관해 묵상하라고 부탁한다. 또, 폴라 건 앨런(Paula Gunn Allen)의 문
장에 대해서도 묵상한 후 자기들이 쓰고 싶은 내용을 쓰게 한다. 그런 후, 그들에게 모임의 크기와 장소에
따라 3명에서 5명의 소그룹으로 나누게 한다.
다음의 토론 주제들을 소그룹을 위해 제안한다: 뉴스프린트에 그것들을 써준다. 10–15 분간 토론하게
한다.
1.	어떻게 “기억의 상실”이 억압에 공헌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들의 역사는 잊혀졌는가?
2.	“잊어버린 성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누가 그것들을 잊었는가?
3.	어떤 “잊어버린 성공들”을 당신은 재발견하고 싶은가?

그룹들을 다시 모이게 한다. 전체 그룹의 토론을 인도하면서 소그룹 토론 중에 어떤 통찰이 있었는지를 본
다. 뉴스프린트에 필요한 내용을 적는다. “잊어버린 성공들”에 관한 이 토론과 다음 모임(그리고 그 이후
모임들)에서 다루게 될 내용과의 연관을 끌어낸다.
학습 활동 8: 선교 개념으로서의 “가정(Home)” (12–15 분)

“가정(Home)”이라는 주제를 소개한다. 제2 장: 형성기안에 “진정한 감리교 여성”이라는 제목에 나오는 첫
구절을 지적한다. 참가자들에게 그것을 잠시 살펴보라고 한다:
1800년대에, 여성은 오직 경건하고 순결하며, 순종적이고, 가정적이어야만 하나님에게 (그리고 선교회에)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었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 내의 여성들에게 강력한 힘으로 전달되었다. 가정적이어야 한다는 말의 초점은 “여자
의 장소는 가정”이라는 뜻이었고, 이 관념은 여자들의 의식 속에 깊이 박혀 있었다. 오늘날 여성 역사를 연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여성성의 숭배”라고 알려진 이 개념은 여성 잡지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전파되었고, 교회에서는 주로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었다. 설교자들과 저자들은 여자들이 태생적으로 경건하고 순결하다고 주장하였고(그들은 지속해서 더 그렇게 되
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했지만), 가정의 영적 상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지웠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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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을 소그룹으로 나누고 다음 질문들에 관해 토론하게 한다. 참가자들을 섞어서 새로운 그룹에 속
하게 하고 한 그룹에 한 질문을 정해 준다):
1.	어떻게 여선교회 기관들이 “가정(Home)”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선교 사역을 확장했는가?
2.	어떻게 가정(Home)이라는 개념 혹은 “여성의 영역”이라는 개념이 교회에서 여성에 대한 남성의
권위를 지킬 수 있었는가?
3.	어떻게 디커니스 운동의 형성이 “참된 여성성”이라는 개념에 대안이 될 수 있었는가?”
4.	순종적인가 반항적인가? 어떻게 여성들은 남성의 권력에 대응하였는가?
5.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성별과 남성의 권위를 다루고 있는가?

전체 그룹을 다시 모은다. 소그룹 토론에서 한 이야기들을 나누게 한다. 여선교회의 이야기들에서 어떤 주
제들, 전략들, 모순된 사건들이 드러나는지 전체 그룹에게 물어본다. 필요하면 뉴스 프린트에 적는다.
다음 모임 준비

참가자들에게 다음 모임은 계속해서 제2장: 형성기의 다른 내용, 제3장: 전 세계의 선교 활동을 다룰 것이
라고 말한다. 권력과 지도력, 선교에 관한 선교회의 이해 진화, 그리고 현재 사역과의 관계 등을 본문을 읽
으면서 생각해 보라고 부탁한다.
대안 활동: 단어 찾기 #1: 전 세계의 선교 활동을 재미 삼아 “숙제”로 나누어 준다 (부록 F 참조). 여기에
는 3장에서 논의되는 여성들의 이름이 들어 있음을 지적한다.
마무리

참가자들에게 감사한다. 다음 기도로 마친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듣고 배울 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는 찾아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존해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들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있
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들은 수십 년 전의 목소리들과 오늘날의 목소리들을 듣고 새기면서 더 풍성해집니
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
립니다. 아멘.

후주
1. 폴라 건 앨런(Paula Gunn Allen), 거룩한 장애물: 미 인디언 전통에 있는 여성성의 발견 (보스톤: 비컨 프레스, 1992), 13–15
쪽. 글로리아 슈타이넴(Gloria Steinem), 길 위의 나의 삶 (뉴욕: 랜덤 하우스, 2015), 225–26쪽과 엘렌 블루(Ellen Blue), “더
설명해서 말하기: 틀을 벗어난(혹은 그안에 있는) 감리교회 여성들,” 감리교 역사 55호, 1권과 2 권 (2016년 10월/2017년 1
월), 29쪽에서 재인용.
2. 블루(Blue), “더 설명해서 말하기,“ 19 쪽.
3. 바바라 웰터(Barbara Welter), “참된 여성성의 제의: 1820–1860,” 어메리칸 쿼털리 18 (1966): 151–74쪽, 엘렌 블루
(Ellen Blue),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21 쪽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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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1: 중요 날짜와 이름들 유인물
전신 기관들 연대표

1869–1939

국외 여선교회 (북 감리교회)

1875

여선교회 (그리스도 연합 형제 교회)

1878–1910

해외 여선교부 (남 감리교회)

1879–1928

해외 여선교회 (감리교 개신교회)

1880–1939

가정 여선교회 (북 감리교회)

1884

여선교회 기독 봉사회 (복음주의 협회)

1888

북 감리교회 디커니스 프로그램

1888

다섯 명의 북 감리교회 여성이 총회 대표로 선출되었으나 자리가 없었음

1888

감리교 개신교회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줌

1890–1910

가정 여선교부 (남 감리교회)

1891

가정 및 해외 여선교회 (연합 복음주의 교회)

1891

여선교회 (복음주의 협회)

1893

그리스도 연합 형제 교회가 여성에게 투표권을 줌

1893–1928

가정 여선교회 (감리교 개신교회)

1897

그리스도 연합 형제 교회가 디커니스 프로그램을 승인함

1900

북 감리교회가 여성이 총회 대표로 자리에 앉는 것을 승인함

1902

남 감리교회가 디커니스 프로그램을 승인함

1903

복음주의 협회가 디커니스 프로그램을 승인함

1904

여성이 처음으로 북 감리교회 총회에 참석

1908

감리교 개신교회가 디커니스 프로그램을 승인함

1921–1972

웨슬리 봉사단 (북 감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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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표: 여선교회 잡지

1841–1877

레이디스 리포지토리(Ladies’ Repository) (북 감리교회) 남성들이 출판

1869–1896

이방 여성의 친구 (북 감리교회, 국외 여선교회) 나중에 여선교회 친구 (1896–1940)
로 개명

1884–1940

우먼스 홈 미션(Woman’s Home Missions) (북 감리교회)

1880–1910

여 선교사의 옹호자(Woman’s Missionary Advocate) (남 감리교회)

1892–1910

아워 홈즈(Our Homes) (남 감리교회); 나중에 남자들의 잡지와 통합되어 미셔나리
보이스(Missionary Voice) (1911–1932)가 됨

1882–1917

우먼스 에반젤(Woman’s Evangel) (연합 형제 교회)

1885–1924

우먼스 미셔너리 레코드(Woman’s Missionary Record) (감리교 개신교회)

1886–1922

미셔너리 메신저(Missionary Messenger) (복음주의 협회)

1892–1922

미셔너리 타이딩스(Missionary Tidings) (복음주의 연합 교회)

1922–1946

에반젤리칼 미셔너리 월드 (복음주의 교회)

1940–1968

감리교 여성(Methodist Women) (감리교회)

1947–1968

월드 에반절(World Evangel)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회)

1968

리스판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 장과 2 장에 나오는 주요 이름들

Mrs. S. P. Remer

Mary Werlein

Frances Willard

Ida B. Wells-Barnett

Belle Harris Bennett

Jennie Hartzell

Isabella Thoburn

Lizzie Hoffman

Mrs. Edwin W. (Lois) Parker

Clara Swain

Ella Yost

Lucy Rider Meyer

Jane Bancroft Robinson

Dixie Malissa Riley

Eliza Davis

Lucy Webb Hayes

Lizzie Van Kirk

Minerva Strawman

Lizzie Guthrie

Amanda Rippey

Mary E. Poindexter

Rowena Howard

Martha Jane Joiner

Martha Drummer

Anna Hall

Mrs. M. C. Mason

Angie Newman

Mary Clark Nind

Willa Player

Susie Jones

Harriet Brittan

Mrs. William (Clementina) But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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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2: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교재에서 인용한 구절

이 구절을 붙여 놓는다. 이것은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에서 뽑은 구절인데 뉴스프린트나 슬라이드로
보게 한다. 그래서 참가자들이 마음과 생각을 이 모임 주제에 집중하도록 한다.
해외로 나가 외국 땅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은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응답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나간 여
성들을 지원하라는 소명은 많은 여성이 ‘네’ 하고 답할 수 있는 것이었다. 수많은 여성이 일 전짜리와 십 전짜리 동전
들을 내면서 자기들의 가게 지출을 줄이고, 매일 현지에 나간 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선교회와 위원회에
참석해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도울까 전략을 짰다.

모임의 목적들

•• 19세기 및 20세기 초기에 치유, 교육, 사회적 변화, 평화, 국제 관계 등의 상황에서 국제적 사역이
등장하게 된 맥락을 탐구한다;
••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경험한 사명감이 어떻게 선교의 상호성을 반영했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 참가자들의 선교 여정이 어떻게 더 큰 선교 이야기에 들어맞는지를 묵상해 본다.
모임 준비

1.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에 이름들과 날짜들을 더해본다. 연대표에 참
가자들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여선교회의 이야기에 관련되는 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둔다.
2.	종이, 색인 카드, 혹은 큰 붙는 종이들을 나누어 주어, 거기에 참가자들이 그 연대표에 추가
할 사건들을 쓰게 한다. 그리고 참가자들이 자기 이야기를 그 연대표에 붙일 수 있도록 재료
들을 나누어 준다 (바인더 클립, 테이프, 풀, 줄, 아니면 스테이플러 등).
3.	이 모임을 위해 연대표와 주요 이름들 목록을 복사해서 전시해 놓는다 (이 모임 끝에 있는 모
임 2: 주요 날짜와 이름 유인물 참조).
4.

이 공부의 목적과 모임의 목표들을 뉴스 프린트나 슬라이드에 게시한다.

5.

뉴스프린트에 그룹 언약 지침을 게시한다.

6.

예배 처소를 다시 정돈한다.

7.

학습 활동 3에서 잘 준비된 토론을 위해 자리를 배정한다.

8.	컴퓨터(그리고 원하면 프로젝터까지)를 준비해서 연합감리교회 150주년 축하 비디오의 2부
를 보여준다.
9.	모임 3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참가자 중에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정해 모임 3 처음에 시작하
는 ‘닫힌 문 모의실험’을 돕게 한다.
10. 대안 활동: 단어 찾기 #2: 국내 선교를 사용하려면 복사해서 나누어 준다. (부록 F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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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초점

누가복음 13:10–17: 예수께서 등이 굽은 여자를 고치시다.
본문 초점

이번 모임에는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의 제3장: 전 세계의 선교 활동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2장: 형성
기: 여성을 위한 여성의 사역도 계속해서 볼 것이다. 유인물은 제3 장에 있는 주요 날짜와 주요 이름을 보
여줄 것이다.
모이는 시간

참가자들이 방에 도착하는 대로 그들을 환영한다. 다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자료 테이블을 살
펴보고 추천 자료 목록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역사 비디오를 그들에게 보게 한다.

모두가 도착하면, 마음을 모으는 시간으로 참가자들을 초대한다. 예배단에 있는 건전지로 작동하는 초를
“켜고” 모임의 시작을 알린다.
마음을 모으는 시간 (3–5 분)

만약 오늘 전체 모임이나 다른 예배 경험에서 이미 사용하지 않았다면 자원하는 분에게 매일 기도 달력 오
늘치를 읽어 달라고 부탁한다.
성경 공부 (20–25 분)

자원하는 분에게 성경 초점 누가복음 13:10–17: ‘예수께서 등이 굽은 여자를 고치시다’를 읽어 달라고
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
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인
이여, 그대는 병에서 풀려났소”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인은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으므로,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해야 하는 날이 엿새가 있
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시오.”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
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에서 풀어 주어야 하지 않
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
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참가자들을 두 세 명의 그룹으로 나눈다. 10–15분 정도를 주고 다음 질문들에 대답하도록 한다: 그 질문
들을 뉴스프린트에 쓴다. 그들에게 몇 분 동안은 개인적으로 우선 묵상해 보고, 그다음에 질문들을 두 세
명이 토론하도록 한다.
••
••
••
••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어떤 동사가 당신의 주목을 끌었는가?
이 성경이 초기 선교회 회원들이나 임원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어떤 점에서 이 성경이 여선교회 조직의 특성들을 보여주고 있는가, 혹은 아닌가?
왜 이 본문이 믿음에 근거한 여성들의 조직에 중요한 성경 구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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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세 명의 그룹을 다시 전체로 모은다. 10 분 정도 소그룹 토론에서 한 이야기를 듣도록 한다. 중요한 요점
은 뉴스 프린트에 적는다. 우리들의 연결 고리들을 다음과 같이 적는다:
••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동감한 초기 여선교회들.
•• ”치유”를 포함하는 선교 개념의 확대는 선교가 “가정(home)”을 위한 일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있게 하였다.
•• 질문해 본다: 초기 해외 선교회의 치유 사역으로는 무엇들이 있었는가? 몇 중요한 인물들을 거
론해 보라.

중요한 날짜나 이름을 연대표에 추가한다.
찬양

성경 공부 토론을 끝낼 때 다음 찬양 중의 하나를 부른다:
“한밤중의 여성들,”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274 장 (브라이언 렌[Brian Wren]이 지은 이 찬송은 예수님 주
변에 여성이 있었다는 것과 사역의 포괄성을 인정하는 드문 찬송 중의 하나이다. 2절에서는 특히 이 모임
의 성경 본문을 언급한다.)
아니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436 장 (1913년에 존 헤인스 홈즈[John Haynes
Holmes]가 지은 이 찬송가는 20세기 초에 선교 운동에 영향을 미친 긴급한 소명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더
지배적인 제국주의적인 언어와 그 당시의 이미지는 피하고 있다.)
출처: “한 밤중의 여성들 (Haiz 튠에 붙임).” 작사 브라이언 에이 렌(Brian A. Wren), ©1983, ©1995 호프 퍼블리싱 컴퍼니. 작
곡 챨스 에이치 웹(Charles H. Webb), ©1989 연합감리교회 출판국에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허가번호CCLI License
#11221925;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작사 존 헤인즈 홈즈(John Haynes Holmes), 1913 (이사야 6:8). 음악 (“Meirionydd”)
윌리엄 로이드(William Lloyd), 1840. 공유 도메인.

학습 활동 1: 디비디(DVD) 부분 2,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 (8–10 minutes)

초기 선교적 노력의 영향을 보여주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150년의 유산의 두
번째 부분을 틀어주거나 보여준다;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시대에는 어떻게 들리는지를 살펴본다. .

비디오를 보여준 후, 물어보라:
••

당신들은 이 초기 사역의 영향이 오늘날에도 지속한다고 생각하는가?

••

이 부분은 상호 연결되는 서클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은 오늘날 조직에서 이것이 어
떻게 실현된다고 보는가?

학습 활동 2: 연대표 안의 나의 이야기 (25–30 분)

참가자들에게 여선교회 사역과 관련되는 자기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내용을 개별적으로 연대표 형식에 따
라 적어보라고 한다. 이 활동을 위해 10분을 주고 그들에게 다음 지시에 따르라고 말한다:
••

그림을 그리거나 개요 하라고 격려하면, 목록이나 한 줄만 쓰는 대신 그들의 생각을 더 확대해 줄
수 있다. 이 활동은 자기 자신의 묵상을 위한 것임을 확실히 말해주되, 만약 원하면 방에 전시된 연
대표에 자기 이야기를 더해 보라고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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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들에게 더 깊은 관련이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접점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자기들이 선교
사역에 관련되었다고 느낀 시간—그것은 지도자로서의 자신의 위치나 경력이 아니다. 예를 들면,
관계나 연결은 자기들을 어릴 때 선교 모임이나 행사에 데리고 간 가족일 수도 있고, 선교사나 디
커니스나 가정 선교사와의 경험일 수도 있고, 친구나 가족이 해 준 이야기 일수도 있고, 아니면 선
교 사역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바꾸게 만든 사건이나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다. (다른 예로는 어
릴 때 선교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한 조직의 지도자로서 자기 단체를 이해하게 되었
다든지, 자기 가족이 교회에 교인이 되거나 기독교인이 되는데 도와준 선교 사역일 수도 있다.)

••

만약 한 참가자가 연결을 느끼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건을 생각 못 하면, 그들에게 이 선교 교재를
택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게 하거나, 자신들이 선교 단체의 역사에 대한 질문 혹은 질문
들을 생각해 보게 하고, 이때 떠오른 생각이나 질문들이 자기 자신의 신앙 이야기와 연결되도록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들의 개인적인 연대표를 끝내면, 참가자들을 다시 함께 모은다.

소그룹에서 나눈다: 참가자들을 셋에서 다섯 정도의 소그룹들로 나눈 후, 각 그룹에서 연대표 이야기를 통
해 얻은 통찰을 10분 동안 나누게 한다. 자기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 이외에도 그들을 초청해서 인
종 정의 연대표 책자, 이 교재의 본문, 또는 다른 자료들을 사용해서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도록 초청한다.
1.	참가자 개인의 연대표 이야기가 일어난 시기에 ‘세상’이나 교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나?
2. 	어떻게 이런 사건들이 참가자 자신의 이야기에 영향을 미쳤는가? 당신의 이야기 속에 특권
이나 상호성이나 인종차별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 있나? 참가자 (혹은 자기의 가족이나 지
역사회)는 어떻게 혜택을 받았는가 아니면 받지 못했는가?
3.	여성 선교 단체들의 건강치료/치유, 교육, 평화 사역, 그리고 국제적인 이해에 관한 강조가
당신의 경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5–10분 정도 모든 사람이 연대표에 자기들의 이야기를 더하도록 시간을 준다: 한 그룹이 대화를 끝내면,
그들은 자기들의 이야기를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에 더할 수 있다. 더하는 내용은
짧은 요약문이나 핵심 단어나 자기 이야기에 관한 그림 등—더 깊은 연결을 드러내는 것이면 된다. 필요하
면 참가자들은 날짜와 사건도 그 연대표에 더할 수 있다.
휴식 (5–10 분)
찬양

그룹이 다시 모일 때 찬양을 한다. “부르심” 더 페이스 위 싱( TFWS), 2130장.
출처: “부르심 (켈빈 그로브 튠,Kelvingrove).” 작사: 존 벨(John Bell) ©1987 WGRG Iona Community, Glasgow, Scottland,
G2, 3DH에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CCLI License #11221925. 음악: 공유 도메인.

학습 활동 3: 부르심, 헌신, 그리고 상호성 (30 분)

준비된 대화: 교재 3장, “나는 5불과 나 자신을 드립니다”에서 뽑은 다음의 인용문을 나눈다. 당신들이 헌
금함에서 그런 노트를 발견한 마지막 때가 언제였느냐고 (만약 헌금 계수 위원이라면), 아니면 당신이 그
런 노트를 헌금함에 마지막으로 넣은 때는 언제였느냐고 묻는다. 필요하다면 이 구절을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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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 맥클레란 램부스(Mary McClellan Lambuth, 1832–1904)는 뉴욕 출신이다. 그녀는 젊어서 램부스(Lambuth)
집안 가정교사가 되기 위해 미시시피로 이주하였다. 그녀는 제임스 더블유 램부스(James W. Lambuth)와 결혼했는데 약
혼 기간 동안 연회 헌금 접시에 이렇게 쓴 종이를 드렸다. “나는 5불과 나 자신을 중국 사역에 바칩니다.”1 제임스(James)
도 역시 선교지에 부름을 받고 그들은 결혼 후 아시아로 떠나갔다.

제2장과 3장에 선교로 부르심을 받은 몇 여성들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리지 호프만 Lizzie Hoffman

메리 클라크 닌드 Mary Clark Nind

벨 해리스 베넷 Belle Harris Bennett

메리 맥클레란 램부스 Mary McClellen Lambuth

참가자들이 그들을 기억하고 본문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찾도록 시간을 준다.
참가자들에게 “선교로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어본다.
대여섯 명의 참가자들이 의자로 원을 만들어 전체 모임 앞이나 중간에 앉게 한다. 그 그룹은 “어항”에 있다고
설명하고 “부르심”의 본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나머지 참가자들은 듣고 원하는 대로 노트를
적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싶으면 (가령 다른 시각을 제시하고 싶으면), 원 안에 있는 누군가
의 어깨를 쳐서 그 사람과 자리를 바꾼다.
토론 질문의 예:
•• “선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 초기 선교 단체의 여성들은 “부르심”을 어떻게 이해했다고 생각하는가?
•• “부르심”은 오늘날 같은 의미가 있는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가? 왜 그런가?
•• “부르심”에 대한 다른 이해는 교회 안에서의 지도력을 발휘하는데 어떻게 작용할까?

토론의 열기와 일반적인 참여를 지켜본다. 만약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그만둘 때다. 그리고 역할을 바꾼다.
5명이나 6명을 골라서 어항 원에 있는 이들과 바꾸고 토론을 지속한다. 나중에 요약하고 마무리 질 수 있
는 충분한 시간을 남기도록 한다.
토론 요약:
•• 토론은 어땠는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나?
•• 이 활동은 다른 시각들을 듣고 우리의 생각들을 나누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예를 들면,
“누가 부름을 받은 사람인가” 하는 당신의 이해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 어떻게 다양한 시각을 듣고 나누는 것이 역사적인 이야기들의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의 오
늘날 이야기를 살펴보는데 도움이 되는가? 오늘날의 선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다른가? 어떻게
다른가?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인도자를 위한 주의: 남들과 세계와의 관계에서 ‘부르심’을 이해하는 참가자들의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
지 그 예들을 들어보라. 스스로 다음 질문들을 해 보라:
•• 이것은 일방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관계의 부르심인가? 아니면 상호적이고 동역자적인 협력하는
지도력을 요구하는 부르심인가?
•• 이것은 선교를 수행하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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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기 여선교회는 학교와 병원의 지도력을 현지 여성들에게 넘겨주었다 (이사벨라 토번 대학
[Isabella Thoburn College]과 이화여자대학교);
2.	초기 지도자들은 사역을 나누었다 (예를 들면, 서기록 복사, 회원들에게 편지쓰기). 그래서 그
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3.	조직의 모든 차원에서 진행된 지속적인 회원 지도력 개발은 여성들의 지도력을 강화하고, 전
세계가 필요한 사역에 관한 지식을 늘리고, 오늘날까지 지속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해를
늘려갔다.
4.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참여적인 방식의 배움은 워크숍, 세미나, 그리고 선교 학교와의 관계
에서도 공유하는 지도력, 배움, 영적 성장, 그리고 정의 교육에 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다.
5.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지역 선교사 사역과 국내 선교 기관들과의 동역은 선교의 상호성을
표현해 준다. .

마무리한다. 필요하면 토론을 요약한다.
교독문: 불굴의 여성들을 위한 시

부록 E에 있는 이 교독문을 읽는다. 행과 절을 개인들이나 여러 목소리로 나눌 수 있다.
다음 모임 준비

다음 모임은 제4장: 국내 선교와 제5장: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지적한다. 참
가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웹사이트를 살펴보라고 초청한다(unitedmethodistwomen.org). 그
리고 현대 선교, 선교적 필요, 그리고 그 상황에 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부록 D에 있는 리스판스 잡
지도 살펴보라고 한다.
대안 활동: 단어 찾기 #2: 재미있는 국내 선교 “숙제” 자료를 나누어 준다. 여기에는 제4장에 논의된 여성
들과 이름들이 들어 있음을 주목한다.
마치는 노래

다음 찬양 중의 하나를 부른다: “예수 이름으로 보냄 받은,” 더 페이스 위 싱, 2184 장, 또는 “우리는 부
름 받았다,” 더 페이스 위 싱, 2172 장.
출처: “예수 이름으로 보냄 받은/엔비아도 소이 데 디오스(Enviado Soy de Dios).” 작사: 무명. 번역 호르헤 이 말도나도(Jorge
E. Maldonado). 편곡: 카르멘 페냐(Carmen Pena). 작사 번역: ©1991 아빙돈 프레스. 음악: ©1996 아빙돈 프레스. 허락을 받
아 사용함 CCLI License #11221925. 판권은 아빙돈에 있음. “우리는 부름받았다.” 작사 작곡 데이비드 하스(David Haas). 튠:
©1988 지아 퍼블리케이션. 글: ©1988 지아 퍼블리케이션에 모든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OneLicense A-709087.

후주
1 . 로버트 더블유 슬레지(Robert W. Sledge), “5불과 나 자신”: 남 감리교회 선교 역사, 1845–1939 (뉴욕: 총회 세계 선교부,
2005) 엘렌 블루(Ellen Blue),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 년의 선교 여정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19), 48 쪽.
2.		 전도 부인 프로그램 (2014년 1월 28일). 다음 웹사이트에서 복원
unitedmethodistwomen.org/what-we-do/global/bible-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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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2: 주요 날짜와 이름 유인물

주요 날짜는 모임 1 유인물에 있는 전신 기관들의 연대표를 참조하라.
제3장: 전 세계의 선교 활동에 나오는 주요 이름들

Susan Bauernfeind

Laura Mauk

Lois Kramer

Mary McLanachan

William Elizabeth Harding

Mary McClellan Lambuth

Mrs. S. C. Trueheart

Nora Lambuth Park

Margarita Park

Emma Hasenpflug Dubs

Marie Hasenpflug

Mary Clarke Nind

Mabel Howell

Maria Brown

Mary Porter

Sarah and Beulah Woolston

Dr. Clara Swain

Dr. Sigourney Trask

Hu King Eng

Gertrude Howe

Shih Mei-yu
(Dr. Mary Stone)

K’ang Cheng (Dr. Ida Kahn)

Dr. Alvira Baez

Mary Fletcher Scranton

Lulu E. Frey

Helen Kim

Alice Rebecca Appenzeller

Ruth Lowell McBride

Mabel Lossing Jones

Esther Megill

Madam Ella Gulama

Madam Honoria
Bailor-Caulker

Lucy B. Caulker

Dr. Marietta Hatfield

Dr. Mary C. Archer

Ella M. Scherick

Dr. Mabel Silver

Eleanor War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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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3: 국내에서 경계를 넘는 일
교재 본문에서 뽑은 글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에서 뽑은 글을 뉴스 프린트나 슬라이드에 게시해서 참가자들이 이 모임의 주
제에 마음과 정신을 모을 수 있도록 돕는다.
그래서 개척지에 목사관을 위해 기금을 댄 여성들은 원주민들을 “개화”하고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것은 선을 위한 세력이라
고 배워 왔다. 교회는 많은 시간이 걸려서야 좋은 의도로 하는 모든 일이 사실상 선을 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
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회원들에게 19세기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던 사역들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해를 끼쳤다
는 사실을 되돌아보도록 거기에 관한 자료들을 출판해왔다.
어떤 교회의 입장과 행동은 분명 비판이 필요하지만, 연합감리교회 전통의 여성들은 개척지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다. 그들은 여선교회가 자기들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나왔기 때문에 전
대륙에 걸쳐서 교육과 의료를 제공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교회와 사회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위한 공간을 마
련할 수 있었다.

모임의 목적들

•• 국내 선교 사역의 상황과 헌신과 도전을 지적하고 묘사하는 것
•• 교회와 사회에서의 인종차별의 영향을 분석하는 것
•• 역사적 및 현재 선교 상황과 관계를 비교하는것
•• 오늘날 선교지의 목소리들로부터 배우는 것.
모임 준비

1.	‘닫힌 문 모의실험’을 위해 교실 문에 “여선교회 역사 공부 진행 중. 출입 제한”이라는 글귀를
붙여 놓는다. 참가자들이 와서 문에 붙은 글귀를 읽고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전 모임 때
부탁했던 몇몇 참가자들을 미리 도착하도록 알려준다.
2.	필요하면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에 날짜, 사건, 이름들을 더한다.
3.	모임을 위해 주요 이름들의 목록과 연대표를 복사해서 전시한다
(모임 3: 이 모임 마지막에 있는 주요 이름과 날짜 유인물 참조).
4. 뉴스 프린트나 슬라이드에 이 모임 목표들과 공부 목적을 게시한다.
5. 그룹 언약 지침을 뉴스 프린트에 게시한다.
6. 예배 센터를 다시 정리한다.
7.	컴퓨터 (그리고 원하면 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50주년을 기념하는 비디
오 부분 3을 보여준다.
8. 사용하려면 교독문의 슬라이드나 복사본을 준비한다 (부록 E 참조).
9.	학습 활동 3의 주제를 색인 카드나 다른 종이에 적는다. 이 활동을 위한 질문들을 뉴스 프린트
나 슬라이드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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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초점

누가복음 18:1–8: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본문 초점

이번 모임은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의 제4장: 국내 선교와 제5장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삶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유인물은 이 장들에서 이야기되는 주요 여성들의 목록과 연대표를 제시할 것이다.
모이는 시간: 닫힌 문 모의실험

모임 전에 문에 다음 글귀를 붙인다: “여선교회 역사 공부 진행 중. 출입 제한.” 일단 미리 정해진 자원자가
도착하면—참가자들이 그 글귀를 읽고 돌아가지 않도록 도울 사람—교실 안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참가자가 도착한 것 같으면 문을 연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오라고 초청한다. 그 경험에 대해서
필요하면 바로 응답한다. 그들에게 이런 닫힌 문은 우리 선조 여성들의 경험을 반영하는 것임을 상기시
킨다—실제로 닫힌 문이기도 하고(초기의 북 감리교회 국외 여선교회 여성들이 보스턴에서 1869년에 당
했던 일처럼), 여성들이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기도 하고, 여성들의 조직들이 존재할 수 없
도록 투표를 통해서 밀려난 경우이기도 하다.
참가자들에게 문이 닫혀 밖에 서 있던 경험에 대해 어떻게 느꼈는지 말해 보도록 초청한다. 이것을 모임의
초점과 연결한다.
마음을 모으는 시간

그날 다른 때 이미 사용되지 않았으면, 기도 달력을 읽으면서 그룹의 마음을 모은다.
성경 공부 (15–20 분)

자원하는 이에게 성경 초점을 읽도록 한다. 누가복음 18:1–8: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
예수께서 그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어떤 재판관이 있었다. 그 도시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 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 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
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무어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
의 권리를 찾아 주지 않으시고, 모른 체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
들의 권리를 찾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말하도록 한다. 토론을 위해 다음 질문을 할 수 있다:
•• 이 비유에서 누가 등장인물 혹은 주인공들인가? 그 역할과 특성은?
•• 그 과부는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부르짖었나?
•• 이 비유는 선교회에 속했던 우리 선조 여성들의 이야기들과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가?

마무리 지으면서, 필요하면 토론을 요약한다. 그런 후 참가자들에게 교독문을 같이 읽도록 초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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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독문: 지속성

부록 E에 나오는 교독문을 교독한다.
학습 활동 1: 생각 나누기 (5–10 분)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눈다. 처음 두 번의 모임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을 되돌아보면서 깨달은 점들을 확인
한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무엇이 놀라웠는가? 흥미로웠는가? 관심을 끄는 이야기가 있었는가? 필요하면
확인을 해주고 종합 결론을 내려준다. 디비디(DVD)로 넘어간다.
학습 활동 2: 디비디(DVD) 부분 3, “국내에서 경계를 넘는 일” (8–10 분)

여선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150년의 유산의 셋째 부분을 틀거나 보여준다. 이 부분은 미국 내에서
여성들이 경험한 도전들을 이야기한다.

그 비디오를 보여준 후, 묻는다:
••

이 부분에서 무엇이 당신을 놀라게 했는가?

••

당신에게 인상적이거나 마음에 남는 이미지가 있는가?

학습 활동 3: 저항과 지속성이 필요한 곳들 (30분)

소그룹의 숫자에 따라, 다음 목록에서 주제를 정해 한 그룹에 한 주제를 준다.
다음 목록에 열거된 주제들을 색인 카드에 준비했다가 한 그룹에 하나씩 준다.
•• 반 린칭 운동
•• 인종 관계 위원회
•• 중앙 지역 총회
•• 인종 정의 헌장
•• 베들레헴 센터와 웨슬리 하우스
•• 유색인종 디커니스 사역 사무소
이 주제는 참가자들에게 교회와 사회에서 인종 정의를 추구할 때 격은 갈등과 긴장과 불확실성과 그 맥락
을 발견할 기회를 준다.

뉴스프린트나 슬라이드에 다음 토론 질문들을 게시해 놓았다고 알려준다. 참가자들에게 교재의 제4장과
리스판스 잡지, 인종 정의 연대표 또는 방에 있는 다른 어떤 자료든지 사용해서 그 질문에 대답하라고 한
다. 또, 그들은 원하는 정보를 위해 전자기기에서 검색할 수도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없는 이들과
공유하라고 말할 것).
1.	여선교회와 그 지도자들에게 무엇이 주제였는가? 그들은 어떻게 저항하고 지속했는가?
2. 어떤 상황이었는가?
3. 몇 년도였고 구체적인 날짜는 언제였는가?
4.	어떤 불확실성과 갈등이 존재했는가?
5. 중요 역할을 한 이들은 누구였나?
6. 어떤 전신 기관들이 있었는가?
7. 그 사건, 결정, 운동의 영향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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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그룹에 자신들이 발견한 것들을 전체 모임에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배운 것을 나누는 방
법에 관한 몇 가지 아이디어들이 아래에 나열되어 있다. 위에 있는 토론 질문들이 그들의 발표의 지침이
될 것이다.
••

말로 요약을 발표한다.

••

신문 일 면 주요 뉴스 기사를 준비한다.

••

페이스북 게재물 혹은 트윗에 140자 (모의) 게시물을 적어본다.

••

그 이야기의 중심 인물과 인터뷰를 하거나 역할극을 해 본다.

••

노래, 시, 혹은 랩을 만들어 본다.

••

시사만화를 그려본다.

••

간략한 촌극으로 그 주제를 표현해 본다.

15–20분 정도 토론 후 짧은 휴식을 한다. 그룹들이 시간이 더 필요한지 점검한다.
나머지 10–15 분을 사용해서 소그룹들이 자기들이 발견한 내용을 보고하게 한다. 각 소그룹이나 대변인
이 앞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발표를 하라고 초청한다. 각 주제에 관련된 날짜 순서로 나오게 한다. 필요하면
발표 내용과 현재 상황과 그 영향에 관해 토론을 유도한다.
학습 활동 4: 21세기에 선교를 위해 조직하는 여성들 (15–20 분)

부록 D: 오늘날의 목소리들에 근거한 일군의 목소리들을 만든다. 6명의 자원자에게 아래에 나열된 부록 D
에 있는 여성들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한다. 그리고 한 명의 자원자에게 그 모임의 사회를 보게 한다.

Patsy Eyachabbe
Carmen Francesco
Cindy Johnson

Tupouseini Manumatavai Kelemeni
Grace Okerson
Yvette Kim Richards

국제적인 목소리도 포함하도록 한다. 리스판스 또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에 나온 이야기들을
골라본다. 특히 다음 웹사이트에서 발견된 지역 선교사들의 이야기들을 보라. unitedmethodistwomen.
org/missionaries.

Catherine Akale
Emma Cantor
Hikari Chang
Grace Musuka

Finda Quiwa
Serna Samuel
Elmira Sellu
Andrea Reily Rocha Soares

또, 참가자 중에 자기 연회에 국내 선교 기관이 있는지 물어본다. 아니면 그런 기관의 이사회에 이사로 섬긴
분이 있는지 물어본다. 시간이 허락하면 그들에게 현재의 프로그램에 관한 개관과 누가 섬김을 받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역이 시작되었는지 등을 나누어 달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unitedmethodistwomen.
org/nmi를 참조하라. 아니면 참가자나 다른 경험 있는 이들에게 인터뷰를 위해 토론에 참여해 달라고 초
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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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가자들 혹은 전국 선교 기관 책임자에게 물어볼 몇 가능한 질문들이 여기 있다:
•• 당신은 어떻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참여하게 되었는가?
•• 당신의 사역은 초기 여선교회의 노력으로부터 어떻게 자라나게 되었나?
•• 오늘날 당신은 선교에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가?
••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때 당신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 왜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여전히 지속할 필요가 있는가?
시간이 허락하면 모든 참가자에게 토론에 참여하라고 초청한다. 마무리한다.
다음 모임 준비

마지막 모임에는 제6장과 부록 B와 C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참가자들에게 말한다.
마무리 찬양

“주님, 당신의 사랑은 겸손한 섬김을 통한 사랑,”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581 장
출처: “주님, 당신의 사랑은 겸손한 섬김을 통한 사랑/비치 스프링 튠.” 음악: 비 에프 화이트(B.F. White), 1844. 작사: 알버트
에프 베이리(Albert F. Bayly). ©1988 옥스포드 대학 출판사에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CCLI License #11221925. 함
(Harm) 튠: 로날드 에이 넬슨(Ronald A. Nelson)/루터란 예배서. ©1978, 1985 옥스버그 포트레스에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OneLicense A-709087.

마치는 기도

경계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직도 국내와 전 세계에서 넘어야 할 경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는 인종 간 환대를 도모하고 진보적인 제자도의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
를 듣고, 서로의 정체성을 존중하고, 우리의 차이를 귀하게 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들
이 넓어지고 확장될 때 우리는 더 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
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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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3: 주요 날짜와 이름 유인물
제4 장과 5 장의 연대표

1848

뉴욕 세네카 폴스(Seneca Falls)에서 열린 여권 모임에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시작
되다

1874

기독교 여성 금주 협회 (WCTU) 창설

1880s

평신도 여성 권리를 위한 입법활동이 활기를 얻음

1890s

이민 노동에 관한 강조,
정착촌 주거지 운동이 활기를 얻음

1895

감리교 여선교회에 의해 시작된 최초의 병원 설립

1920s

인종 관계 사역에 초점

1930

린칭 방지를 위한 남부 여성 연합회 창설

1939

중앙 지역 총회 창설

1940

중앙 지역 총회 기독교 여성 봉사회 (WSCS) 조직

1951

폴리 머레이(Pauli Murray)의 인종과 피부색에 근거한 주들의 법률이 감리교회
여성국에 의해 출판됨

1952

여성국이 “인종 정책 헌장” 채택

1968

테레사 후버(Theressa Hoover)가 연합감리교회 세계 선교부 여성국 국장으로
채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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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과 5 장의 주요 이름들

Frances Merritt

Ruth Hall

Charlotte Arnold

Emeline Welsh

Myra Bowman

Lydia Patterson

Florence Gunn

Lydia B. Rice

Alice Judy

Bertha Rell

Deaconess Isabelle Horton

Lucinda Helm

Elvira Beach Carré

Jane Addams

Ellen Gates Starr

Alma Mathews

Deaconess Rhoda Dragoo

Joyce Sohl

Tochie MacDonell

Belle Bennett

Ellen Haskin

Mabel Howell

Frances Willard

Charlotte Hawkins Brown

Carrie Parks Johnson

Margaret Washington

Ruth Carter

Dr. Mary McLeod Bethune

Margaret Davis Bowen

Ida B. Wells-Barnett

Pauli Murray

Jessie Daniel Ames

Mary Richards Hough

Mrs. J. S. Stamm

Thelma Stevens

Maria Layng Gibson

Mary McLanachan

Theressa Hoover

Clotilde Falcón de Náñez

Mary E. Sato Takamine

Gladys Fuentes

Marion Lela Norris

Toki Nakasone Akamine

May C. Chun

Josephine Wildcat Bigler

Sarah A. Dickey

Maxine Wildcat Barn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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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4: 오늘날 선교 현장의 목소리들
교재에서 인용된 구절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에서 뽑은 이 인용문을 뉴스프린트나 슬라이드에 게시해서 참가자들이 이번 모
임의 주제에 마음과 생각을 모으도록 돕는다.
그러나, 거의 반세기 후인 2012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독립 기구가 된 것이 더 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
결정은 2020년 총회에서 무슨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여선교회는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위치에 있게 한 움직임이었다.
후버(Hoover)는 이렇게 적었다. “지난 수백 년의 경우처럼 현재 상황에도 여성의 힘은 절대 확실하지 않고, 인간 포용성
의 성장은 절대 값싸지 않다.”1

모임의 목표들

•• 교회 조직들의 유산에 이바지한 여선교회의 중요한 결정들과 행동들을 분석한다;
•• 오늘날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혹은 들리지 않는 방식들을 검토한다;
•• 21세기에 선교를 위해 조직된 여성들의 비전과 행동을 살펴보고 헌신한다.
모임 준비

1.	예배 처소에 더할 것들을 준비한다. 오늘날 선교 현장의 모습과 목소리의 사진들을 더한다. 가
령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역 선교사들, 디커니스들, 회원들, 현재 선교지 모습들 등.
2.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에 “선교 개념들” 혹은 필요한 날짜들을 더한다.
3.	이번 모임의 주요 이름들의 목록과 연대표를 복사하거나 게시한다 (모임 4: 주요 이름과 날짜들
유인물이 이 모임 마지막에 있다).
4.	뉴스프린트나 슬라이드에 교재와 모임의 목표를 게시한다.
5. 그룹 언약 지침을 뉴스프린트에 게시한다
6. 학습 활동 1의 토론 질문들을 뉴스프린트나 슬라이드에 준비한다.
7. 	컴퓨터 (그리고 원하면 프로젝터)를 준비해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50주년 기념 비디오 부
분 4를 보여줄 준비를 한다.
성경 초점

마태복음14:13–21: 오천 명을 먹이심
본문 초점

이번 모임은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제5 장: 여성의 목소리, 여성의 삶과 제6장: 연합감리교회 여선
교회-함께 하면 더 좋다!에 초점을 둔다. 유인물은 제6장에 나오는 중요 여성들의 목록과 연대표를 제시
한다. (제5장의 중요 여성들과 연대표를 보려면 모임 3의 유인물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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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는 시간

참가자들이 방에 들어올 때 그들을 환영한다. 그들에게 벽에 붙은 선교 현장의 여성들 연대표: 우리의 공통
역사에 더해진 내용과 이번 모임의 주요 날짜와 이름들 목록을 살펴보라고 한다. 또, 교재 본문에서 뽑은
내용을 읽고 선교 현지의 목소리와 장소들의 사진들이 오늘 예배 처소에 더해진 것들을 살펴보라고 한다.
마음을 모으는 시간 (5–8 분)

만약 그날 예배 동안이나 다른 전체 모임에서 이미 사용된 적이 없다면, 자원하는 이에게 기도 달력을 읽
도록 부탁한다. 건전지로 작동하는 초의 “불을 켠다.”
성경 공부: 여성과 아이들을 세지 않음 (15분)

자원자에게 성경 초점, 마태복음14:13–21: 오천 명을 먹이심을 읽어 달라고 부탁한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
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
는 사람들을 고쳐 주셨다. 저녁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아뢰었다. “여기는 빈 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
다. 그러니 무리를 흩어 보내서,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물러
갈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말하였다. “우리에게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
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서,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
를 무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남은 빵 부스러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
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밖에, 남자 어른만도 오천 명쯤 되었다.

21절에 초점을 두고, 이 성경 구절로 인도해 간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밖에, 남자 어른만
도 오천 명쯤 되었다.”

이 구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초청한다:
•• 어떤 주석들은 여성들이 가져온 음식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천 명을 먹일 수 있었다고 제안한다.
예를 들면, 1장에서 뽑은 매건 맥켄나(Megan McKenna)의 책, 여자와 어린이들을 세지 않고:
성경에서 외면된 이야기들 (메리놀, 뉴욕: 오르비스 북스, 1994)에 나온 내용을 참조하라.
•• 마태복음의 이야기에 여자와 어린이는 슬쩍 언급되었지만 계산되지는 않았다. 여자들이 포함되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
•• 오늘날 여성들은 어떻게 포함되고 있는가—예를 들면, 연구 결과나 경제적인 계산에서는(가령, 여
성의 노동) 어디서 그들이 세어지지 않거나, 온전히 포함되지 않나? 어떤 여성들이 주로 포함되
지 않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 누가 무시당하나? 성별 정의, 인종 차별, 소득 불균형, 그리고 모
자 건강 등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 누가 포함되고 누가 포함되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21 세기의 선교
단체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중요한 역활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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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성경 공부를 마감한다. 이것은 테레사 후버(Theressa Hoover)의 말을 빌려 표현된
기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인간화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성들의 자원을 동원하여 교회와 세상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여성들의 모임과 청소년과 유색인종들과 연대하여 거친 세상에서 화해의 일꾼
들이 되기를 원합니다.2

학습 활동 1: 선교 역사 기록들 (30–40 분)

이 활동을 시작하기 위해 여성들의 선교 기관들이 했던 중요한 결정 중 일부를 생각해 보라고 촉구한다. 필
요하면, 부록 B를 토론을 위한 촉매로 사용한다. 그리고 처음 라운드로 넘어간다.

라운드 1: 다음 질문들을 뉴스 프린트나 슬라이드에 게시한다:
•• 여성들의 선교 기관들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는 행동 혹은 가장 중요한 결정들은 무
엇이라고 생각하나? 왜 그리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

참가자들에게 서로 마주 보도록 두 줄을 만들게 한다: 참가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 파트너와 얼굴과 얼굴
을 대하고 서게 한다.
한 줄에 선 사람들에게는 인터뷰하는 사람의 역을 맡기고, 그 반대쪽 사람에게는 대답하는 사람들의 역을
맡긴다. 선교 역사 탐방 (2분짜리 인터뷰)을 위해 각 팀이 2분씩 정해진 질문들을 놓고 인터뷰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으로 토론하게 한다. 2분 지난 후, 인터뷰하는 사람의 줄에 선 이들에게 왼쪽이나 오른쪽으
로 한 걸음 옮겨서 다른 사람 앞에 서도록 한다.
이렇게 새로운 인터뷰하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 사이의 토론을 계속한다. 2분 후 시간이 되었음을 알린
다. 인터뷰하는 사람에게 다시 한 걸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서 새로운 사람과 인터뷰하게 한다. 이렇게 시
간이 허락하는 한 계속한다. 인터뷰하는 사람이 적어도 3명에서 5 명의 다른 의견을 들을 때까지 한다. (총
10 분 정도). 그런 후, 전체 그룹에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갈 시간이라고 말한다.
라운드 2: 두 번째 질문을 뉴스프린트나 슬라이드에 게시한다:
•• 여성 선교 단체들의 사역과 지도력에 영향을 끼친 다른 단체들(예: 총회나 선교부 등)이 내린 결
정들 가운데 어떤 것이 결정적이었는가? 왜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인터뷰하는 이에게 같은 방향으로 한 걸음 움직이게 하고 인터뷰하는 이들과 대답하는 이들의 역할
을 바꾸도록 한다.
같은 2분의 형식을 가지고 움직이면서 참가자들이 3명에서 5명의 인터뷰를 할 때까지 계속한다. (총 10 분
을 여기에 쓴다).
그룹들을 다시 모으고 둘씩 나눈 토론에 대한 반응을 들어 본다. ( 10–15 분). 후속 질문들로는 다음과 같
은 것을 할 수 있다:
•• 어떤 내용 (중요한 결정들)을 토론했는가? (부록 B: 변화를 초래한 결정들과 부록 C: 1부: 담대한
비전 참조.) 예를 들면,
oo 바바라 캠벨(Barbara Campbell)은 교육이 세계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리고 여선교회 회
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서 이야기한다. 이런 교육적인 노력 중 어느 것이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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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중요하였는가? 왜 그런가? 선교 교육의 측면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어떻게 발전
되어 왔는가?
oo 개인적인 성장과 헌신, 회원 간의 연결과 선교지와의 연결의 중요성은 루스 도어티(Ruth
Daugherty)에 의해서 강조된다. 선교 기관으로서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독특함을 루
스(Ruth)의 시각은 어떻게 반영하고 있나?
oo 총회의 결정들은 선교와 여선교회 조직 구조에 영향을 미쳐왔다. 조이스 솔( Joyce Sohl)은
1964년 총회에 의해서 감리교회 여선교회의 국제적 활동이 제한받았던 것을 다시 연결하게
된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그것이 여선교회의 노력을 복잡하게 혹은 단순하게 하였는
가? 그것은 오늘날 선교지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어떤 변화를 일어나게 했는가?
oo 탈리아 매더슨(Thalia Matherson)과 조세핀 디어(Josephine Deere)는 선교 교재들이 자기
들의 개인적인 경험과 교회의 증언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선교 교육이 어떻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독특한 선교 이해를 표현하고 있는가? 포함과
다양성은 선교에 중요한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학습 활동 2: 디비디(DVD) 부분 4, “오늘날 선교 현장의 목소리들” (8–10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 150년의 유산, 디비디(DVD) 넷째 부분을 틀거나 프로젝
트로 보여준다.
•• 오늘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당면하는 도전들은 무엇인가? 부록 C: 2부: 담대함의 힘을 읽어
보라. 2018년 4년 차 대회에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사무총장인 해리엇 제인 올슨(Harriett Jane
Olson)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대담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무슨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가?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오늘날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깨어 있
을 수 있는가? 이 조직의 미래를 감당하기 위한 당신의 개인적인 역할은 무엇인가?
마무리하고 참가자들에게 교독문을 읽도록 한다.
교독문: 목적 선언문 낭독

이 교독문은 부록 E에 있다. 전신 기관들의 목적 선언문과 현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목적문에 근거
한 것이다. 여섯 명의 낭독자를 사용해서 한 사람씩 참여하면서 교독문이 끝날 때는 “많은 목소리”를 만들
어 낼 수 있게 해도 좋다.
찬양

다음 찬송가 중의 하나를 골라서 부른다. 첫 번째 찬양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973년 4년 차 대회를 위
해 작곡된 것이다. 처음으로 포용적이고 확장적인 언어를 사용한 찬양 중에 속해 있음을 주목하라.
“많은 은사들, 한 성령,”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114장. (찬송과 예배, 212장; ‘영광스런 주님, 전능하신 주’
로 번역됨, 편집인 주)
또는
“어떤 은사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는가?” 연합감리교회 찬송가, 87장
출처: “많은 은사들, 한 성령.” ©알 카마인스에 모든 판관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어떤 은사를 우리는 가져올 수 있는가?
(연차 기념일 찬송).” 작사 작곡 제인 엠 마샬(Jane M. Marshall). ©1982 홉 퍼블리싱 컴퍼니에 모든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CCLI License #1122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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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5–10분)
학습 활동 3: 자신의 시각 선언문을 기억하라 (15분)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이 모임 1에서 응답했던 선언문들과 자신들의 응답들을 보게 한다. 소그룹으로 나누
어 다음의 질문을 토론하게 한다:
•• 나는 그 선언문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었는가? 어떻게? 왜, 혹은 왜 바꾸지 않았는가?
•• 이 목록에 더하고 싶은 다른 선언문들이 있는가? 설명해 보라.

전체 그룹으로 모이게 한다. 소그룹에서 얻은 통찰 중에 전체 그룹과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학습 활동 4: 마무리 (20–25 분)

이 부분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한 이전의 토론과 엘렌 블루(Ellen Blue)가 이 교재
에서 밝힌 “잊혀진 성공들”에 관한 관찰을 기억하게 함으로써 시작한다. 이것은 여성들이 “숫자에 포함되
고” 그들의 공헌이 중요시되고, 그들의 시각이 공유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숫자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은 단지 인구 조사나 회원 인증을 위해서가 아니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향한 21세기의 중요한 소명을 실천하기 위함이라고 상기 시킨다. 에스더 4:14에 적힌 것처럼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참가자들에게 몇 분간 개인적인 묵상을 하도록 초청한다. 오늘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소명이 무엇인
가 묻는다. 이 운동의 한 부분으로서 참가자들의 개인적인 소명은 무엇인지 물어본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상상하는가? 이제 우리가 여성들의 선교 조직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
데, 그것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선교 교재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부
르는가? 이 교재는 미래를 위한 어떤 통찰과 의미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참가자들에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다음 150년”을 위한 비전과 헌신에 초점을 맞추어 보라고 초청
한다. 물어본다: 당신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어떻게 그 유산 위에 세워지고,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그리고 외부에서 선교 현장에 있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어떻게 이 운동
의 일부가 될 수 있는가?
시간을 주고 (5–10분) 더 생각하면서 한 가지 이미지를 만들게 한다. 생각과 이미지 창출을 돕기 위해 무
엇인가를 만드는 활동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면,
••
••
••
••

진흙 만들기, 파이프 청소기, 천, 또는 잘 휘어지는 창조적인 장난감들
종이와 그림 그리는 도구들
생각을 돕는 개인적인 음악 곡목표(이어폰 포함)
다른 도구들, 그림, 얻을 수 있는 자료들

참가자들에게 자기의 비전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구절을 적어 보라고 초청한다. 아니면 위에 제시된 자료
들을 사용해서 실제 표현을 하라고 한다.
참가자들이 말로, 글로, 혹은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선언을 하면, 그들의 상상과 헌신의 표현이 마무리 예
배의 일부로 사용될 것이다.
35

마무리 예배
인도자:

 망과 역사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았습니다. 성경에 나
희
오는 이름 없는 여인들의 이야기, 우리 자신의 경험, 많은 세월을 섬긴 선배들의 이야기, 오늘날
의 선교 현장에서 오는 새 이야기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앞서간 선조 여성들의 인내와 끊임 없
는 노력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선교 이해는 편협하고 특권 의식으로 가
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념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
님의 은혜로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호성과 동역자 관계의
선교 개념들을 향해 지속해서 자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받아 주시고, 또 앞으로 들려
질 이야기들도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거룩한 이야기들이며 우리를 함께 묶어주는 이야기
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비전과 헌신을 나눕니다... 한 사람씩 비전과 헌신의 표현을 바친 후, 함께 이렇게 말
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행동으로 표현된 사랑을 받아 주소서.” (아니면 “우리는 부
름 받았네”를 응답송으로 부른다.)
아멘.
마치는 찬양

“우리는 부름 받았네,” 더 페이스 위 싱(TFWS), 2172 장
출처: “우리는 부름 받았네.” 작사 작곡 데이빗 하스(David Haas). 튠: ©1988 지아 퍼블리케이션. 내용: ©1988 지아 퍼블리케
이션에 모든 판권이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OneLicense A-709087.

후주
1.		 테레사 후버(Theressa Hoover),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여성과 남성에 대한 백주년 회고 (뉴욕: 총
회 서계 선교부 여성국, 1983), 52쪽, 엘렌 블루(Ellen Blue),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 150년의 선교 여정 (뉴욕 연합감리
교회 여선교회, 2019), 113.
2.		 후버( Hoover), 얼굴을 가린 수건을 벗고, 70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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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4: 주요 날짜들과 이름들의 유인물
제 6 장을 위한 연대표

1956

감리교회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함

1963

유엔 교회 센터(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가 봉헌됨

1964

총회는 여성국의 국내외 부서와 다른 여러 프로그램들의 행정을 남성이 주도하는 선
교국으로 이관 하도록 여성국과 선교국의 조직적인 구조를 강제함

1972

연회 여권신장 위원회 (COSROW)가 신설됨

1973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연합감리교회의 여성들의 선교 조직이 됨

1978

“상호 의존적인 지구촌에서의 인종 정의 정책 헌장”을 여성국이 채택하고 1980년까지
는 모든 단계의 여선교회가 그것을 인준함

1980

총회가 인종 정의 정책 헌장을 채택함

1988

스케릿 베넷 센터(Scarritt Bennett Center)가 내쉬빌에 설립됨

2012

총회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독자적 전국 정책 결정기구로 표결함

제 6 장의 주요 이름들

Mary Lou Barnwell

Maud Keister Jensen

Sally Askew

Kathryn Mowery Grove

Beth Capen

Josephine Deere

Bishop Minerva Carcaño

Ethel Born

Theressa Hoover

Dorothy Height

Marjorie Swank Matthews

Lucinda Helm

Sharon Schmit

Deaconess Helen Mandlebaum

Finda Quiwa

Serna Samuel

Grace Musuka

Emma Can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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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 자료: 한 시간 모임을 위한 제안들
준비

•• 여성 선교 단체들의 역사에 나타난 주요 날짜들과 이름들을 보여주는 단순화된 연대표를 만든
다. 만약 이 공부가 특정 모임, 가령 개체교회, 지방, 혹은 연회 모임이면, 연락을 담당한 사람에
게 이 연대표에 추가될 수 있는 두드러진 사건들이나 이름들이 있는지를 물어본다.
•• 단순한 옷감, 십자가, 성경, 사진 혹은 선교회 역사를 대표하는 상징물을 가지고 예배 처소를 만
든다.
•• 엘렌 블루(Ellen Blue)의 책,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이라는 선교학교 교재에서 초기 선교 지도
자들의 싸움과 끈기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 하나를 고른다. 자세한 내용을 소화해서 그것을 이야기
식으로 전할 수 있게 한다.
준비물

••
••
••
••
••
••

연대표를 만들 종이와 실, 그리고 그 연대표에 추가 자료들을 붙일 수 있는 재료들
종이
마커들
색인 카드와 150주년 기념 로고가 들어간 카드들
뉴스 프린트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인종 정의 연대표 복사물. 이 책자들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주문할 수
있다 umwmissionresources.org.
••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50주년 기념 디비디(DVD)의 특정 부분들 혹은/그와 함께 비범한 감리
교회 여성들의 연합: youtu.be/UL-iXCjuaYU을 보여줄 수 있는 컴퓨터와 프로젝터를 준비한
다. (만약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으면 미리 유튜브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아두어야 한다.)

환영하는 말로 시작한다. 서로 필요하면, 그리고 그룹이 크지 않으면 이름을 나눈다.
선교학교 교재에서 미리 골라놓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3분) 교재를 소개한다. 그다음, 이 공부의 목적을
설명한다. (주요 요점은 뉴스 프린트에 게시한다). 교재, 변화를 위해 연합한 여성들을 보여주고 참가자들
에게 읽도록 권한다.
학습 활동 1: 성경 공부

자원자에게 성경 낭독을 부탁한다. 누가복음 8:1–3: 몇 여성들은 예수를 따랐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복음으로 전하셨다. 열두 제자도 예수
와 동행하였다. 또한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도 동행하였는데, 일곱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인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그 밖에 여러 다른 여자였다. 그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겼다.

이 구절이 선택된 것은 자신들의 선한 사역을 인정받지 못한 우리들의 선조 여성들의 많은 이야기를 연상
시키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룹 참가자들에게 왜 “많은 다른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지 말해 보
라고 한다.
폴라 건 앨런(Paula Gunn Allen)의 거룩한 장애물에 있는 인용문을 지적한다: “억압의 뿌리는 기억 상
실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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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서 뽑은 다음 문장을 읽어준다. 이것은 엘렌 블루(Ellen Blue)가 2015년에 다가오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50주년 기념 모임에서 발표한 것에서 원용한 것이다:
비록 우리가 과거에 대한 지식 없이는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실수의 반복은 우리 과거에 대한 무지와 관련
해서 가장 심각한 손실은 아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가장 큰 손실은 우리가 잊어버린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기회일 것이다.2

참가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엘렌 블루(Ellen Blue)의 말과 폴라 건 앨런(Paula Gunn Allen)의 문장을 묵상
해 보라고 한다. 참가자 숫자에 따라 다음의 질문들을 전체적으로 토론해 보라고 하거나 소그룹들로 나누
어 토론해 보라고 한다. (7분).
1.

“기억의 상실”이 어떻게 억압에 공헌하는가?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의 역사는 잊혀졌는가?

2.

잊어버린 성공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누가 그것들을 잊었단 말인가?

학습 활동 2: 이야기 속에서의 우리의 자리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연대표를 여성들의 선교 이야기와 관련지어 그리거나 묘사해 보라고 한다
(5–7분).
그리거나 묘사해 볼 것을 권한다. 그것은 목록이나 구절을 쓰는 것과 비교해서 자기들의 생각을 확장해 줄
것이다. 참가자들에게 이 활동은 자기들 자신의 묵상을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그들이 원
하면 방에 전시된 연대표에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더하도록 권면한다.
그들에게 더 깊은 연결과 관계가 되는 시점들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자기들의 역할이나 지도력을 가진 자
리의 연대표가 아니라, 자기들이 선교 사역에 연결되었다고 믿은 시점. 예를 들면, 그 연결이나 관계는 자
기들을 어릴 때 선교 모임에 데리고 갔던 가족일 수도 있고, 선교사나 디커니스나 가정 선교사와의 경험일
수도 있고, 자신들의 가족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선교 사역에 대한 자신들의 시각을
변화시킨 중요한 사건이나 일일 수도 있다.
(다른 예로는 자신이 어릴 때 들었던 선교 사역에 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선교 단체의 지도자로서 자기
단체에 대한 이해일 수도 있고, 선교 사역의 결과로 자기 가족이 기독교인이 되거나 교회에 등록하게 된
경우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개인적인 연대표가 완성되고 나면 참가자들을 다시 불러 모은다.

소그룹 나눔 (7분): 참가자들에게 두세 명으로 된 소그룹에 참가해서 자기들의 연대표에서 얻은 통찰들을
나누게 한다. 자기 개인의 지식에 더해서 그들에게 인종 정의 연대표 책자, 선교 학교 교재, 혹은 다른 자료
들을 사용해서 다음 질문들을 토론하도록 한다:
1.	당신의 개인적인 연대표 이야기가 있던 당시에 어떤 사건들이 교회와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
었는가?
2.	이러한 사건들은 당신 자신의 이야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런 사건들이
당신의 이야기에서 특권이나 상호성이나 차별이나 인종차별의 증거로 나타나 있나? 어떻게 당
신(그리고 당신의 가족이나 공동체)은 혜택을 누렸는가, 아니면 누리지 못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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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연대표에 더한다 (5분): 그룹이 대화를 마친 후, 자기들의 이야기들을 그룹의 연대표
에 더할 수 있다. 간단한 요약문이나 핵심 단어나 자기 이야기에 관한 그림 등—무엇이든지 더 깊은 연결
점을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필요하다면 참가자들은 그 연대표에 날짜와 사건을 더할 수도 있
다. 원하면 자기들의 그룹 경험으로부터 주요한 이름들과 누구나 기억할 수 있는 날짜들을 더할 수도 있다.
학습 활동 3: 간단한 강의 (5–10분)

연대표에 따라 여성들의 조직들이 형성되던 시기에 대한 간단한 개관을 해 준다. 대안 활동: 짧은 영화, 비
범한 감리교 여성들의 연합을 보여준다 (1분52 초).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신 기관들을 되돌아본다:
1.	여성, 어린이, 청소년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었다;
2.	선교사의 전통에서 시작되었다;
3. 언제나 스스로 기금을 모았다;
4.	영성 공부, 지도력 개발, 옹호를 통합하는 전체적인 방식으로 선교에 접근했다;
5.	종종 저항이 있었지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이제 개체 교회에서 그룹들을 조직할 권한이
있고 연합감리교회의 공식적인 여성 조직이다.

다음에 열거한 현재의 선교 우선순위를 점검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자율성과 통합적인 선교의 강
조점들은 오늘날에도 지속하는 것을 주목한다.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unitedmethodistwomen.org/
issues를 방문한다.)
••
••
••
••

유색인 공동체의 집단 범죄화
소득 불균형
기후 정의
모자 건강

학습 활동 4: 150주년을 기념하라! (12–15 분)

연합감리교회 150주년 기념 비디오를 사용하거나 리스판스 잡지의 그림들과 선교 지도를 사용하여 오늘
날 여선교회의 폭을 지적해 준다.
이 모임을 마치기 위해 아래에 제안된 질문들을 사용해 본다:
1.	21세기에 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여성 선교 단체가 필요한가?
2.	어떤 “잊혀진 성공들”을 오늘 다시 발견하였는가?
3.	어떤 것들이 이 공부를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후속 행동인가? (그룹들과 다음의 제안들을
자유롭게 나눈다.)
oo 자신이 아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살아 있는 연대표
를 만들도록 장려한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 자료를 다운로드 받는다. “살아있는 연대
표 만들기 지침” 웹사이트, unitedmethodistwomen.org/legacy/living-timeline/
livingtimeline150final.as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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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 자기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허락을 받아 그것들을 자기
교회 웹사이트에 음성 파일로 게시하거나 책자로 내거나 연회에 구두 전승을 모으는지를
물어본다.
oo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나 여성의 지위와 자격 일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2020년 입법
안들을 계속 추적한다. 다른 이들과 함께 옹호 전략을 개발하는 일에 참여한다.
oo 오늘날의 맥락에서 현재 선교 우선순위 주제에 따라 제공된 자료들을 사용해 여성과 어
린이와 청소년들을 옹호한다: unitedmethodistwomen.org/issues.
마침

색인 카드나 150주년 기념 표시가 들어 있는 카드 위에, 각 참가자가 자기들이 지속적인 연합감리교회 여
선교회의 사역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행동/헌신을 적도록 한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더 페이스 위 싱 (TFWS), 2172 장을 부르면서 참가자들이 자기들의 카드를 예배
단으로 가지고 나오게 하거나, 그것들을 연대표에 붙이게 한다.
출처: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 작사 작곡 데이비드 하스(David Haas). 튠: ©1988 지아 퍼블리케이션. 노랫말: ©1988 지아
퍼블리케이션이 모든 판권을 가지고 있음. 허락을 받아 사용함 OneLicense A-709087.

참가자들에게 교독문에 동참하라고 초청한다 (부록 E에서 미리 골라놓는다).

후주
1.		 폴라 건 앨런 (Paula Gunn Allen), 거룩한 장애물: 미 원주민 전통에서 여성성을 회복하기 (보스톤: 비컨 프레스,
1992),13–15 쪽, 글로리아 스타이넴(Gloria Steinem), 길 위에서의 나의 삶 (뉴욕: 랜덤 하우스, 2015), 225–26쪽과 엘렌
블루(Ellen Blue), “더 설명해서 말하기: 틀을 벗어난(혹은 그안에 있는) 감리교회 여성들,” 감리교 역사 55, 1호와 2호 (2016
년 10월호/2017년 1월호), 29쪽에서 재인용.
2.		 블루(Blue), “더 설명해서 말하기,”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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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시각 선언문들

찬성

반대

선언

1. 연
 합감리교회 여선교회 교육 프로그램들은 회원 양육, 영적 성
장,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옹호 사역들을 핵심으로 구성한다.

2. 연
 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지도력 개발, 영성, 그리고 사회정의
의 만나는 곳을 선교의 측면들로 보는 점에서 독특하다.

3. 교
 회의 인종 정의 진전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그 전신 기
관들의 공으로 이루어졌다.

4. 연
 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독립된 회원 기관이 되었다는 것은 교
단에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목소리를 강화하는 데 도
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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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변화를 가져온 결정들
처음 4년 차 대회를 세인트루이스에서 콜럼버스로 옮긴 결정: 바바라 이 캠벨(Barbara E. Campbell),
내일의 한복판에 있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뉴욕: 총회 세계 선교부 여성국, 2판, 1983), 70쪽; 인종
정의 연대표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14–16), 12쪽;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 unitedmethodistwomen.org/about/history/timeline#ASSEMBLIES%20AND%20QUADRENNIAL%20
CONVENTIONS.
비록 1942년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4년 차 대회를 열기로 한 계획이 잘 진행되고 있었지만 (감리
교) 여성 세계 봉사회(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전신 기관)는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들이 같은 호텔에 머
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4년 차 대회 장소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로 옮
기기로 하였다. 거기서는 적어도 한 호텔에서 여성들이 같이 머물 수 있었다.
통합 숙소가 있는 장소에서 한 회의: 이런 사건의 결과로 1941년에 여성국은 정책을 수립하고 여선교회
는 행사와 회의를 백인과 유색 여성들이 인종차별 없이 같이 숙소를 지낼 수 있는 곳에서만 하기로 하였
다. 또, 여성국은 모든 선교부 부서들이 이 정책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 권고안은 실패하였지만, 전
국 회의에서는 선교부가 이 차별 반대 숙소 정책을 채택하고 시행하였다. 총회에서 이 정책을 채택하도록
시도한 여성국의 노력은 실패하였다. 그러나 여성국은 지속해서 차별 반대를 실천하였고 실제 한두 곳 호
텔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인종 정의 정책들: 첫 번째 여성국의 “인종 정책 헌장”은 1952년에 개체 교회 여선교회와 연회 차원의 감
리교 여선교회에서 인준되었다. 여선교회는 계속 총회의 인준을 강력히 추천하여, 1980년에 결국 인준되
었다. 그 헌장은 개정되어, 2016년 총회 결의문집에 “상호 의존적인 지구촌의 인종 정의 정책 헌장”으로
포함되었다.
의도적인 포함: 전국 이사회 추천 방침들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 이사회에 인종적인 포용성을 지
속해서 담보하고 있다. 이사회의 일정 비율은 유색인 여성들과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무시되었던 여성
들이 선출되도록 자리를 확보하고, 연회와 지역 총회의 선출 과정이 아닌 특별 추천 위원회에서 선택하여
전국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한다.
테레사 후버(Theressa Hoover) 임명: 1968년도에 여성국은 부국장으로 첫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을 전국
교회 기관의 수장으로 임명하였다. 그녀는 여성국 국장으로 1990년 은퇴할 때까지 섬겼다.
평화와 정의 사역: 감리교회 여성들은 유엔 창설에 적극적이었고, 1963년에 창설된 유엔 교회 센터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CCUN)를 만드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씨씨유엔(CCUN)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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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적인 평화 사역을 격려하고, 다른 기독교 교단들과 믿음의 전통들을 환대하며, 유엔과 다른 비정부 기
관들의 국제 사역을 증언하고 있다. 그 건물은 뉴욕시 유엔 본부 건물 건너편에 있는데, 연합감리교회 여
선교회의 소유이다.
성도들의 권리와 교회 내 여성 안수를 촉구함: 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총회 여권 신장 위원회
(GCSRW)의 창설을 추진하여 연합감리교회 사역의 표현과 구조 속에 여성들의 온전한 참여와 목소리와
권리를 더욱더 확고히 하였다.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세미나, 선교 학교, 지도력 개발, 독서 프로그램 등은 조직과 선교 지도자들의 샘물
을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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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C
1 부: 담대한 비전
20세기 동안 수십 년 유급 직원으로 혹은 전국 지도자로 섬겨왔고, 21세기에도 계속 함께 섬기고 있는 다섯
명의 연합감리교회 여성 지도자들은 여선교회의 담대한 비전의 파급효과에 관해 그들의 생각을 나누고 있다.
교육!

여성과 어린이의 교육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연합감리교회 전통에서 독특
하게 강조되고 있는 이 교육 사역은 다섯 대륙에서 실천되고 있다. 공식 학교와 비공식 교육기관을 포함하
는 각 연령대의 기숙학교와 방과후 학교가 있고, 자료들은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다. 장래가 촉망되는 지
도자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된다.
첫 선교사 (1869)는 교사였다. 그녀의 첫 학급에 인도의 상점가에서 여섯 명의 소녀들이 왔다. 그 학교 이
름은 랄 바(Lal Bagh)였다. 나중에 그 학교는 이사벨라 토번 대학(Isabella Thoburn College)이 되었다.
토번(Thoburn) 양을 채용하기로 투표한 회의에서 선교회를 위한 새로운 “출판물”을 허락했다. 그 출판물
은 오늘날 리스판스 잡지라고 불린다. 새로 형성된 개체교회 여선교회들은 독서 서클을 만들 것을 권장 받
았고(현재는 독서 프로그램이라고 불림), 독자들은 증서와 배지를 받았다.
1901년에 초교파 해외 여선교회 모임은 연례 선교학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첫 교재는 비아 크리스티
(Via Christi)였는데 사도 시대부터 19세기까지의 선교를 개관하는 것이었다. 1909년에 가정 여선교회가
비슷한 공부들을 생명수의 부르심( The Call of the Waters)으로 시작했다. 이러한 개인들과 그룹 공부를
위한 책들은 수백만의 회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돈은 어떻게 다루나?가 2018–19년의 교재로 그 전통
을 이어가고 있다.
장학금은 지정된 기부금에서 수백 명의 여성들에게 지급되었다. 그리고 1968년에는 “여성을 위한 신학
교육”을 위해 $50,000이 전국 회장을 지낸 버지니아 래스키(Virginia Laskey)를 기념하여 그녀의 이름으
로 신설되었다.
150년 동안 회원들은 잡지, 선교 학교와 문서들, 다양한 수단들을 통해 교육을 받았다. 이런 수단들은 선
교의 문화와 내용에 관한 회원들의 이해를 넓혔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으며, 여성들이 시민 사회에
관여하도록 힘을 주었고, 회원들의 지원을 받는 지도자들과 프로그램들을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헌금이 어
떻게 쓰이는지를 알 수 있게 하였다.
바바라 이 캠벨(Barbara E. Campbell)

바바라 이 캠벨(Barbara E. Campbell)은 은퇴한 디커니스로 북 캐롤나이나 애쉬빌의 부룩스 하웰 홈
(Brooks-Howell Home in Asheville, North Carolina)에 살고 있다. 그녀는 여성국 지도력 개발 부서에
서 유급 직원으로 일했고, 일반 행정 분야에서 부국장으로 일했다(1974-96). 내일의 한 가운데 있는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와 교육은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 고등 교육을 향한 여성들의 투쟁의 저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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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내가 십 대였을 때 감리교 청소년 모임(MYF, Methodist Youth Fellowship)에 가면 종종 “너는 내가 처
음으로 만난 인디언이다”라는 말을 듣곤 했다. 나는 언제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곤 했다. 그
때부터 나는 언제나 내가 일부인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한 다른 원주민들이 있는지를 살펴보곤 했다.
내가 기독교 여성 봉사회의 일부가 되고, 그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관여했을 때도 나는 여전히 다른
원주민들의 참여를 바랬다. 몇 년 전 선교 학교에서 미 원주민의 생존에 관한 교재, 사랑의 마음 전하기를
공부했다. 이 선교 학교 공부를 통해 원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없다는 것과 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재능과
은사를 우리가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교회가 깨닫게 되었다.
나는 미 원주민들에게 행해진 잔학한 행위를 교회가 이 공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결국, 회개의 행동(Act of Repentance)이 2012년 총회에
서 발표되었다. 선교학교 공부가 총회에 준 영향력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었다. 나는 이런 공부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눈과 생각이 열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본다고 믿는다. 선교 학교에서
받은 교육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교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쳤다.
조세핀 디어(Josephine Deere)

조세핀 디어(Josephine Deere)는 전직 여성국 이사이며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 연회의 연대 사역, 통역
및 프로그램 책임자로 은퇴하였다. 통역자로 조세핀은 연회의 역사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교단 전체를
여행하였다.

하나님의 빛을 보여줌

나는 프리즘을 부엌 창문에 걸어 두고 있다. 그것은 나에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무엇을 의미했고 또
의미하고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프리즘에는 많은 측면이 있고 태양 빛이 그것을 통해 비칠 때 그 빛은 여러
방향으로 반사되어 무지개가 된다. 프리즘이 나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은 (1) 150년 동안 모든 인종과 민족
의 여성,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이 국내외의 여러 곳에서 변화를 가져오는 여선교회
조직 사역에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과 (2) 내가 그 “측면들”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빛을 지금 나의 물리
적 장소를 넘어 많은 방향으로 비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내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 제공하는 훈
련과 교육 기회를 통해서 배운 것은 여선교회가 나에게 계속해서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프
로젝트에 관여하도록 동기를 주고 힘을 주며 경제적인 도움을 통해 전 지구적인 필요를 채우고 있다는 것
이다. 내 기도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계속 비추어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시작된 일들이 지속해서 하
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삶의 경험을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루스 에이 도어티(Ruth A. Daugherty)

루스 에이 도어티(Ruth A. Daugherty)는 총회 셰계 선교부의 여성국 전국 회장을1980–84까지 지냈다. 활
발한 교회 여성으로서 그녀는 연합감리교회의 여러 총회 기관과 이사회와 대학 재단 이사회와 모든 층의 위
원회와 사역 팀들에서 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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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왔다. 특히 회원들에게 주어진
프로그램들과 경험들은 한 개인이 학문적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그 이상의 배움이
다. 나는 박사학위가 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라도 대부분 나의 전국 및 세계적인 배움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 되어서 얻은 것이다
경제적 지위, 인종/민족, 직업의 유무, 다양한 학문적인 수준을 물론하고 모든 계층의 여성들이 우리 삶
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지구적, 경제적 정의 문제에 관한 지평을 넓히는 기회를 얻는다. 나는 몇 년 전
내 눈을 뜨게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내가 $89에 산 블라우스가 지구 반대쪽에서 나에
게까지 왔고, 그것을 만든이들은 아주 저 임금의 보상밖에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그 옷감은 아마도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졌을 것이고, 다른 곳에서 옷을 만들기 위해 배로 실어왔을 것이며, 마침내 미국
내 어느 가게에 도착했을 것이다. 공장에서 그 블라우스가 만들어졌을 때의 최종 가격은 아마도 $15 (예
를 든 숫자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옷을 만든 이들은 몇 전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나
는 너무 놀랐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몇 년 동안 정의 문제에 최전선에 있었다. 특히 인종 정의에 있어서 그렇다. “인
종 정의 정책 헌장”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만들고 활용해서, 결국 1980년 연합감리교회 총회에서
채택되도록 도왔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2018년 5월 오하이오 콜럼버스에서 4년 차 대회를 가졌는
데, 그곳은 첫 대회가 열린 곳이다. (첫 대회가 여기서 열린 이유는 원래 대회 장소가 아프리카계 미국인
들의 숙박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1972년에 선교 학교 공부 인도자들이 받을 훈련도 아칸소주 세코이야 산(Mt. Sequoyah)에서 옮겨야 했
다. 왜냐하면 아칸소주가 각 주로 보내진 평등권 수정 헌법을 1972년도에 인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
선교회의 목적은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한다. 그것은 모든 이를 위한 정의와 다양성과 포함에 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탈리아 에프 매더슨(Thalia F. Matherson)

탈리아 패 (브라운) 매더슨(Thalia Fae (Brown) Matherson)은 댈러스 독립 학교 지역에서 교사로, 그리
고 행정가로 일하다가 은퇴한 교육자이다. 조기 은퇴 이후, 탈리아( Thalia)는 중남부 지역회 총무로 6년
이상을 섬겼다. 그녀는 많은 대학 이사회와 지역사회 단체와 전문 협의회의 회원이며 임원이다. 그녀는 여
성국(지금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본부)의 임원이었고 여러 번 지역회와 총회의 대표였다. 그녀는 종종
선교 학교 교재 인도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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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에 대한 응답

1869년에 우리 조직이 시작되면서, 우리의 선교는 전 세계의 여성,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 하는 사역에 초
점을 두었다. 여선교회 선교는 행해지는 상황과 섬기는 이들의 필요와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사람 및 돈)
과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에 따라 여러 번 변화를 겪어왔다. 교회 내의 구조적인 문제들도 선교에 영향을
주어왔다. 이것은 특히 1964년 총회에서 더 선교사를 보낼 수 없고 미국 내와 해외에서 기구 운영을 할 수
도 없다고 결정한 때에 일어났다.
1964년 재구조의 영향은 개체 교회 여선교회와 병원, 지역사회 센터들, 학교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들
과 함께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는 옹호 사역, 특히 전 세계적인 사역에 커다란 단절을 초래하였다. 해외
교회에서 섬기던 여사역자들의 확장되는 사역과 다시 연결하기 위하여 여성국은 1986년에 일련의 “사역
콘퍼런스”를 열었다. 여성 지도력을 위한 이 콘퍼런스들은 그들의 조직을 강화하고, 여성, 어린이, 청소년
의 필요를 섬기는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새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과 다시 연결하는 것이 목적이었
다. 9번의 콘퍼런스에 천 명 이상의 여성들이 참석하였다.
그 콘퍼런스들은 여성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 어린이 학대, 열악한 보건 현실, 사
회와 교회에서의 여성 지도자 부재 등의 문제에 발언하도록 격려하는 기회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서로 배
우고 사명을 강화하는 기회를 얻었다. 그들은 믿음과 열정과 용기를 나누고 자기들의 사역을 계속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이야기하는 기회를 얻었다. 또, 그 콘퍼런스들을 통해 미국의 여성들과
다른 나라에 있는 여성들이 다시 연결하여 훈련과 재정적인 자원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을 발전시키고, 세
계 여러 곳에서 지역 선교사로 섬기는 여성들의 개발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계속해서 여성
들이 풀뿌리 지도자가 되도록 교육하고, 그들의 사회적 의식을 일깨우고, 자신들의 투쟁에서 서로 연대하
며, 하나님의 통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역에서 자기들의 믿음을 강화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조이스 디 솔(Joyce D. Sohl)

조이스 디 솔(Joyce D. Soh)은 총회 세계 선교부 여성국의 회계로 섬기다가, 부국장을 지내고 2004년에
은퇴하였다. 지금은 테네시주 내쉬빌에 살면서 2009년 부터 스케릿 베넷 센터(Scarritt Bennett Center)의
전임 관리 여성으로 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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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 담대함의 힘
다음 내용은 2018년 5월 20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4년 차 대회에서 전달된 해리엇 제인 올슨(Harriett
Jane Olson)의 연설에서 채택한 것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지금 어느 때 보다도 더 필요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용기와 일관성으로 알
려진 조직이다. 우리의 과거는 디딤돌이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 효율성과 영향력을 담보
해 주지는 않는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는 따라가는 것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큰 변
화를 해야 하고 한순간도 낭비할 수 없다. 비록 어려운 싸움처럼 느껴질지라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우리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어려움을 뚫고 조직되어왔다—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하
는지 알고있다. 변화는 우리의 정체성 일부이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오늘날 세상에 필요한 조직이다. 우리는 변화를 초래하는 위치에 있다. 우리는
믿음과 정의를 연결해 주는 정의 교육의 전문가들이다. 우리는 우리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통해 영향을 미
치고, 주 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바꾸고, 유엔의 사역을 통해서도 영향을 미치도록 조직되었다. 우리는 끈
질기다. 우리는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이룬다. 우리는 수십 년을, 예를 들면, 교회가 인종 정의 헌장
을 채택하고 실천하도록 일해왔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일해야 하는 5가지 주
제들이 있다:
•• 경제적 불평등
•• 기후 정의
•• 모자 건강
•• 유색인종 공동체의 집단 범죄화
•• 그리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다섯 번째 정의의 문제: 우리 교회 내 성 문제의 정의
우리는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주장해야 한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도자들은 우리
의 교회, 지역사회, 주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목소리들을 초청
하고 정의를 위해 동원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우리는 풍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 우리의 월계관을 쓰고 지금 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우리의 소명은 지
난날의 행동을 다시 되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새로운 담대한 행동을 하는 것이다. 마리아가 하나
님께 “네”하고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도 “네!”하고 대답한다.

해리엇 제인 올슨(Harriett Jane Olson)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무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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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D

오늘날의 목소리들
이 부분에 있는 이야기들은 다양한 문화, 인종, 민족, 연령대와의 경험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연합감리
교회 여선교회 안에서 오늘날 발견되는 다양한 관련 선교들을 반영하고 있다.
패찌 아이야카베(Patsy Eyachabbe)

패찌 아이야카베(Patsy Eyachabbe)는 촉토(Choctaw) 부족의 일원이다. 패찌는 오클라호마 인디언 선교
연회의 개체 교회 여선교회와 지방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이다. 그녀는 중남부 지역총회 회원으로서
전국 프로그램 자문 위원 그룹에서 섬기고 있다.
패찌(Patsy)는 한 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 될 시간이 없다고 느꼈다. 그녀는 어린이 담당자요, 주
일 학교 교사이자 새 가족 반의 일꾼이며, 전임으로 도우미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오클라호마주 다른 지역
으로 이사하게 되었을 때 패찌는 세인트 폴 타리히나(St. Paul-Talihina) 연합감리교회 교인이 되었다. 그 교
회에 다니는 대부분 여성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었다.
패찌(Patsy)는 이렇게 썼다. “나는 의무감에서 그들에게 속해야 한다고 느꼈다. 하나님은 나의 지도력을 사
용하셨고, 그를 향한 나의 사랑을 사용하셔서 조직에서 나의 맡은 일들이 자꾸 늘어나게 하셨다. 나는 비록
여러 교회 직책들을 가졌고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은 은퇴하고 그녀는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기쁘게 쓰고 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영향을 묘사하면서, 그녀는 상호 관계를 보고 있다:
내 경험으로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사역은 여성들,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돕고 있다. 이러한 도
움은 하나님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조건 없는 사랑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한다. 그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에 물질적인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도움의 씨앗도 뿌려왔다. 우리 회원들이,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더 성장하게 한다. 하나님보다 더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없음을 깨
닫게 한다!
나아가, 강력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있는 교회가 여선교회가 없는 교회들보다 더 튼튼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
다. 여선교회 회원들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선교회 회원들에게 부탁해라”는 말이 맞는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먹이고, 입히고, 가난한 이들을 직접 지역에서 돕는 평범한 일들에서 국제적으로 지정 액수의 헌금을 보
내 돕는 것”이 자기의 선교적 정체성이라고 패찌(Patsy)는 말한다. 즉각적인 필요는 그녀에게 행동하게 한
다. 연합감리교회 구호 위원회의 친구들이 푸에리토 리코에서 필요한 것을 이야기할 때, 자기 아기를 차마
입양시키라고 내줄 수 없는 젊은 엄마가 담요가 필요할 때,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역회는 그 엄마들의
필요 일부를 제공해 준다고 패찌(Patsy)는 말한다. 그러나, “나는 기다릴 수 없어서 그녀에게 담요를 가져
다주고 그 아기와 엄마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덧붙였다.
패찌(Patsy)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이 자기들의 역할을 이해하고, “선교 사역과 지도력 개발 기
회”를 찾도록 도와준다. 그녀는 덧붙여 말했다. “한번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이 되면, 선교를 하지 않
을 수가 없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뛰어난 역사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심겨 주신 헌신, 열
정, 확신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실천이 계속되리라 나는 믿는다. 어려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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씀과 기도에 의지할 때, 회원들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 풍부한 자원에 관한 우리의 증언은 계속해서
성령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카르멘 프란시스코(Carmen Francesco)

카르멘 프란시스코(Carmen Francesco)는 펜실베이니아 서스키하나(Susquehanna) 연회 비치 레이크
(Beach Lake) 연합감리교회 교인이다. 그녀는 자신의 환경 사역과 믿음의 일치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안에서 찾았다. 그녀는 선교 학교에 자기 가족과 함께 참석하였지만, 사실 자기 대학교 때 프로젝트를 위한
연구를 통해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13단계”를 알게 되었다.
호기심을 가지고, 그녀는 자기가 대학을 다니던 도시에서 열린 지도자 개발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
었다. 그녀는 참석하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환경 정의 사역자들과 연결하게 되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이 여정에서 나를 도왔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그녀는 인턴으로서 차세대 기
후 정의 시범 프로그램(New Generations Climate Justice Pilot Program)을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여성
사역자들과 함께했다. 그 사역자도 유에스 투(US-2) 프로그램 졸업생인데 그녀에게 글로벌 미션 펠로우
(Global Mission Fellows1) 프로그램에 지원하라고 장려하였다.
카르멘은 후회하지 않는다. 그녀는 2017년 8월에 유에스 투(US-2)에 하송되어 지금 2년 동안 섬기고 있
다. 그녀의 유에스 투( US-2) 사역은 필라델피아에 있는 아치 스트릿(Arch Street) 연합감리교회에서 하는
것이다. 거기서 그녀는 음식을 얻지 못하는 이들을 섬기는 그레이스 카페(Grace Cafe)에서 일하고 있다.
그중 75%가 무숙자들이다. 디커니스 달린 디도미니크(Darlene DiDominick)가 그녀를 감독하고 지도하
면서 자신의 다음 단계 사역을 분별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있다.
그녀의 믿음과 정의에 대한 열정이 자라가면서, 카르멘(Carmen)은 미래를 열어 두었다. 그녀는 현재하는
일에 온전히 빠져있다—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연합감리교
회 여선교회를 발견할 수 있고, 그들과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지요.”
신디 존슨(Cindy Johnson)

신디 존슨(Cindy Johnson)이 어릴 적에 가지고 있는 기억 중 하나는 여성들의 선교 단체가 어머니와 할머
니를 독서 프로그램의 헌신적인 독자들이 되게 한 것이다. 비록 그들은 외딴곳에 살고 있었지만, 독서 프로
그램은 그들에게 세상을 열어 주었다. 그녀의 인근 마을에서, 신디(Cindy)는 디커니스 마타 반스(Mattie
Barnes)와 연결되었다. 반스(Barnes)는 신디의 교회인 엘 부엔 패스터 (El Buen Pastor) 연합감리교회 건
너편에 있는 정착촌 거주지에서 일했다. 반스(Miss Barnes)는 신디(Cindy)를 주일학교에서 가르쳤다.
이런 어릴 때의 경험으로부터 신디(Cindy)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연결되어 자라났다. 그녀는 연합감
리교회 여선교회가 자기 지도력을 길러주고 선교에 대한 이해를 길러 주었다고 말했다. 사회 정의는 연합감
리교회 여선교회를 통한 선교의 한 부분으로서 그녀에게는 중요한 것이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신
디(Cindy)는 덧붙였다, “우리는 선교와 선교 신학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하는
것’으로 바뀌어 온 과정을 보게 된다.”
이러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의 경험들이 그녀에게 총회 대표로 출마해서 당선되게 하였다. 그녀는 연
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자신이 지도자로서 성장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였고,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도
록 하였고, 자신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하도록 자리를 잡아 주었고, 단순한 “감정들”에
근거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문제들을 집어내는 법을 공부하고 배우게 하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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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통해서 그녀는 디커니스 프로그램에 관해서 배웠다. 신디(Cindy)는
2009년에 디커니스로 임명되었다. 그녀는 교사였는데 계속해서 주변부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자
신을 발견하였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여성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관심을 두는 것에 힘을 얻어 신
디(Cindy)는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자원들”의 사용이라는 저변에 흐르는 문제를 들여다보기 시작하였
고, 어떻게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환경을 존중할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것은 다 상호 관련
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상호성을 가지고 서로를 바라보는 구조였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텍사스의 남쪽 국경에 살면, 이민은 그 지역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더 큰 구조에 연결되
어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녀는 교직에서 은퇴하고 디커니스가 되려는 헌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렇
게 말했다. “많은 일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자기 자식을 국경에서 빼앗기는 엄마들과 이야기
를 나누고 있습니다.”
신디(Cindy)는 자기 지역에서 이민자들, 난민들, 가난한 이들, 외면당한 이들과 함께하는 사역에서 신뢰를
얻고 있다. 그녀는 도둑질 반대를 위한 풀뿌리 운동과 더불어 이민자들, 난민들과 함께 투표 등록 및 편집
자에게 편지 쓰기 등을 하고 있다. 그녀를 언제나 움직이게 만드는 이런 헌신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신디
(Cindy)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바빠도 하나님과 더불어 일하는 것은 기쁨입니다!”
투푸세이니 마누마타바이 켈레메니(Tupouseini Manumatavai Kelemeni)

투푸세이니(투푸Tupou) 마누마타바이 켈레메니(Manumatavai Kelemeni)가 통가(Tonga)에서 어린 시절
을 보낼 때, 그의 어머니와 할머니는 기독교 여성 봉사회 조직의 회원들이었다. 가족이 하와이로 이사 왔을
때 그녀는 벌써 젊은 여성이 되었고, 제일 연합감리교회의 교인이었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그녀에
게 회원이 되라고 초청하였다. 그들은 끈질기게 부탁했고 투푸(Tupou)는 점점 더 선교 사역에 관심을 가
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때는 뜸 뜸이 사역에 관여했다. 그녀가 콜로라도로 이사해서 1970년대에 목회자의
아내가 되었을 때 여선교회에 대한 헌신과 연관이 더 깊어졌다. 결국, 그녀는 자신을 지도자로 보게 되었
고, 곧 개체 교회와 지방회 차원에서 섬기게 되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이 하와이로 다시 돌아왔을 때 투
푸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 이사회 이사가 되었고 2016년까지 임기를 마쳤다.
창조적인 에너지로 투푸(Tupou)는 잘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통가 사람들의 공동체를 강화하고 그들의 필
요를 채우는 일에 봉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녀는 유크레일리 (ukulele) 찬양대를 근처 초등학교 아이들
과 함께 시작했다. 그녀는 통가 교회 공동체의 여성들의 필요에 민감하며, 하와이 이민 공동체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가지라고 모두에게 권면했다.
“21세기의 우리의 소명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인식하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 주변부에 사는 이
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주위, 교회,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자기의 지식을 여성 공동체와 나누면서, 그녀는 교육이 여성들의 선교에 대한 헌신을 깊게 한다는 것을 인
정했다. 감리교회 여선교회 사역이 보여 주듯이 교육은 다른 이들의 필요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하고 우리
의 영적 재능을 변화시킨다고 그녀는 주장했다. 이것이 투푸(Tupou)로 하여금 오늘날에도 계속 선교의 목
소리로 사역하게 하는 것이다—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레이스 오커손(Grace Okerson)

그레이스 오커손(Grace Okerson)은 아이티(Haiti)에서 태어났다. 플로리다 연회 여선교회에 어릴 때부터
엄마 손을 잡고 회의에 가고 선교 학교에 참석했었다. 2012년 젊은 여성들을 위한 리미틀리스(Limitless)
행사에서 그레이스(Grace)는 “나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찾았다. 바로 여기서 그녀는 여성들이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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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지도자로서 힘이 있는 것을 보았고, 특히 여성의 지도력에 반대가 있을 때 그렇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모든 젊은 여성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원했다—그리고 그것은 단지 나이
드신 세대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믿음과 소망으로 행동하는 사랑은 그레이스(Grace)의 열정을 묘사한다.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린 총회
에 참석하는 동안 그녀는 총회 세계 선교부의 글로벌 미션 펠로우(Global Ministries Global Mission Fellows)2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2017년 8월에 임명되고 지금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2년 임기로 노아
프로젝트(NOAH Project)를 섬기고 있다. 여기서 그녀는 저소득층과 무숙자들에게 점심을 주는 일을 관장
하고 있다. 그레이스(Grace)는 하나님의 선교는 “가장 작고 잊힌” 이들을 위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녀는 이
렇게 말한다. “우리 일은—단지 선교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지상에 실
현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방식들로 할 수 있다.” 그녀에게 초점은 긍휼함인데, 이것이 종종 우리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미덕이다.
그레이스(Grace)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부르시는 소명을 분별하고 있다. 그녀는 신학교에
가기를 희망하고 연합감리교회의 디컨이 되기를 원한다.
이벳트 킴 리차즈(Yvette Kim Richards)

멘토링의 힘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서의 이벳트 킴 리차즈(Yvette Kim Richard)의 여정을 보여준다.
2016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 회장으로서 자기 임기를 마친 후, 이벳트(Yvette)는 믿음의 여정에
서 자기를 자라게 한 긴 목록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들과 지도자들을(비록 공유된 지도력이었지
만) 증언하고 있다.
25살의 새로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회원으로, 이벳트(Yvette)는 미주리주 캔사스 시에 있는 세인트 제
임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에 참여했다. 곧 그녀는 미주리 서부 연회 (지금은 미주리 연회)의 선교 학교
에 참가하도록 장학금을 받았다.
이벳트(Yvette)는 그 선교 학교의 정신과 목적이 마음에 다가왔다. 모든 연령대의 여성들, 흑인과 백인 모
두가 함께 선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에게 가장 절정의 순간은 근
처의 국내 선교 기관을 위해 사람들이 종이 제품들을 가지고 “모여드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지금도 그들
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억한다. “언제고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만나면, 우리는 선교를 위해 모인다.”
이벳트(Yvette)는 거기에 빠져버렸다. “네가 끼어들 수 있는데 끼어들어 가라!” 그녀는 강조해서 말한다.
그녀는 영적 성장 시간에 인도자가 기도를 요청했을 때 과감하게 일어나서 큰 소리로 기도했다. 처음으로
기독교 선교 학교의 지방 대표로 연회에서 섬길 때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했다.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첫 아프리카계 미국인 전국 회장이었던 마이 그레이(Mai Gray)가 이벳트(Yvette)의
멘토였다. 이 관계와 다른 경험들이 이벳트(Yvette)로 하여금 인생이 바뀌는 시각을 가지도록 했다. 그녀는
어떻게 회원들이 지도력 훈련을 통해 목적의식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지를 보기 시작했다.
전국 “젊은 여성들의 자문단” 그룹의 일원이 되었을 때, 그녀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젊은이들에게 투
자하는 진지한 단체로 경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젊은이들의 선교 학교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였다. 이벳트
(Yvette)는 이렇게 말했다. “관계를 세우고 배우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을 말해준다.” 자신의
개체 교회, 지방회, 연회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를 통해서—그리고 전국적으로—그녀는 모든 삶의 측면
을 연결해 주는 이 깊은 “은혜의 자매애”를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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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녀에게는 지도적 지위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었다. 이벳트(Yvette)에 의하면 “사
랑과 열정”이 “나에게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장거리를 가게 한 것이다.” 그녀는 지도자로서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영적인 삶을 고양하는 도구와 기술을 얻게 되었다. 그녀가 보험료 산정을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자신의 휴가를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일을 하기 위해 계획하는 것을 보고 동료들이 하던 이야
기를 하면서 웃었다. 그들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일을 망치지 마라. 그리스도를 화나게 하지 마
라.” 그들은 그녀를 그렇게 놀리곤 했다. “누구도 이벳트(Yvette)를 여선교회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 그들
은 그녀의 열정을 알고 그것을 지지해 주었다.
이벳트(Yvette)는 2012년에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가 독립된 기관으로 시작한 첫 4년의 전국 회장으로
섬겼다. 이제는 총회 기관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에
응답하도록 설 수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간 해온 일들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
한다—우리의 사역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오늘날 이벳트(Yvette)는 그녀의 고향 세인트 제임스 연합감리교회에서 지역사회와의 관계 담당 총무이다.
여전히 배우고 사람들과 은혜 안에서 자매로서 연결하면서 그녀는 선언했다. “여성들은 첫 부활절 아침에
빈 무덤에 있던 첫 번째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충분히 자격이 있었다면, 우리는 여성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당신은 중요한 사람이다!”

후주
1.		 글로발 미션 펠로우(Global Mission Fellows)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흔적을 지닌다. 그것은 감리교 선교부에서 당시 2
차 세계 대전 후에 만들어진 3년짜리 국제 자원 봉사자 프로그램을 본따서 2년짜리 미국 내의 젊은 여성들에게 봉사 기회를
주는, 그래서 이름도 “유에스 2”라고 지은 여성국이 만든 1951년의 프로그램에서 기원한 것이다. 젊은 여성들을 위한 장기
선교 봉사의 현대적 모습이다. 유에스 2 프로그램은 나중에 남자들에게 기회를 주고 총회 선교국의 소관으로 옮겨졌다. 참
조 umcmission.org/Get-Involved/Generation-Transformation/Global-Mission-Fellows/ About/History. 2018년 5월 4
일 검색.
2.		 앞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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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E
교독문
모임 1 교독문: 이름 없는 이들
이 교독문을 번갈아 읽는다.
예수님을 따라 마을로, 도시로 복음을 전하러 다닌 여성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름이 밝혀졌고, 다른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남편을 따라다닌 여성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 여인들의 이름을 아는가, 아니면 오직 남편들의 이름만 아는가?
누군가를 “따라다니지 않았지만” 주변부의 여성들과 어린이들에게 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한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가?
서로 같이 다니면서 자매 됨을 확인하고, 조직하는 일에서 복음을 선포한 여성들이 있었다.
그들의 이름은 회의록에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의 이름은 기록에 없다.
마을 회관과 병원과 학교에서 봉사와 옹호의 사역을 통해 복음을 선포하고 주변부의 어린이와 여성과 함
께한 여성들이 있었다.
이름 없이 조용히 비밀리에, 그러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섬기는 이들을 존중한 이들이 있었다.
교권주의, 가부장제, 인종 차별적인 권력 구조에 도전하면서 복음을 전한 조용한 이들과 함께한 여성들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이름이 있고, 어떤 이들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시당하고, 침묵을 강요당하고, 자기 재물로 궁핍한 이들을 매일 섬긴 많은 다른
여성들이 있었다.
많은 다른 여성이 있었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어떤 이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 또, 우리가 모르는 다
른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기도: 역사의 하나님, 왜 그리고 어떻게 여성의 목소리가 잊혀졌습니까? 우리는 그 목소리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찾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존중하고 우리 자신의 이야기들이 잊히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까?1
함께 하는 기도: 역사의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
습니다. 당신의 귀를 기울여 우리의 부르짐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 선조 여성들의 이야기들이 오늘날 우리
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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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2를 위한 교독문: 불굴의 여성들을 위한 시

다음은 개인들이 나누어 읽든지, 여러 목소리로 읽게 할 수 있다.
등이 굽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일어서지 못하고
열여덟 해를 그렇게...
예수님이 그녀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선교사 부인들은 인도에서 건강 진료와 교육이 필요한 여인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조직했습니다. 10개월 이내에 그들은 2명의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여성들을 돌보았습니다.
마을 여성들은 배우고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평생을...
전도부인들은 자기 마을을 위해 일하도록 세움을 받았습니다.
10년이 못 되어, 200명의 지역 전도부인들이
인도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이탈리아에서 남미에서 그리고 멕시코에서.2
여성들은 설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치유와 교육 사역을 통해
그들은 복음을 증거 하였습니다.
학교와 고아원과 병원을 세우면서 말입니다.
은혜의 자매들이 되어
지난 150년간...
듣고 배우고 변해가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모험을 하면서
허리를 펴고, 일어나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따라 걸었습니다.
모임 3을 위한 교독문: 지속성3

이 교독문을 읽는다.
클레멘티나 버틀러(Clementina Butler)와 로이스 이 파커(Lois E. Parker)는 인도 여성들을 도우려 모임을
계획했습니다. 교회 문은 잠겨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해서 그 계획을 진행했고 1869년에 결국 국외 여선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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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총회에 연결된 조직을 만들어 달라고 청원하였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속해서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로 4년뒤인 1878년 5월 23일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날, 50명이 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남부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의 필요성이 제니 하르쩰(Jennie Hartzell)의 마음에 짐이 되었습니
다. 그녀는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북 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1880년에 가정 여선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리지 호프만(Lizzie Hoffman)은 아프리카로 갈 선교사가 되기로 하고 밤새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독신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지속해서 그녀의 에너지를 1875년에 창설된 연합 형제 교회 여선교회 조직
에 쏟았습니다.
엘라 요스트(Ella Yost)는 클리블랜드의 여성들을 모아 지역 선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교회 남자들은 저
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끈질겼습니다. 그리고 1891년에, 몇몇 남자들의 지원으로 복음주의 연합 여선교회를 조
직하였습니다.
감리교 개신교회 여성들은 수십 년 동안을 자신들의 선교회를 인정해 달라고 노력했지만 1929년에 남성
들의 모임의 한 부서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항하고 “통합이 되었다고 종속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성들은 끈질기게, 지속해서 노력했습니다. 조용히 영향을 미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속해서 서로 연
결하고, 자신들의 집단적인 힘을 가지고 교육하고 옹호하고 더 많은 공적인 역할을 맡고, 그러는 가운데 지
식과 기술과 하나님과의 관계와 국내 자매들과 전 세계 자매들과 관계를 키워갔습니다.
150 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해서 저항하면서, 교회와 서로를 도전하면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는 여전
히 선교를 위해 조직하고 있습니다.
모임 4를 위한 교독문: 목적문 교독문

이 교독문은 전신 기관들과 현재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목적문에 근거한 것이다. 여섯 명의 낭독자들을
택하고, 낭독자 수대로 읽게 한다.
한 목소리: 전통적인 연합감리교회 여성 조직의 탄력성은 이 조직의 기독교 선교에 대한 깊은 헌신과 교
회가 여성들의 공헌을 필요로 한다는 인식에서 생겨났습니다.4
많은 목소리: 여성들은 선교를 위해 조직되었습니다...
두 목소리: “여성 선교사들, 원주민 기독교 교사들, 외국 땅의 전도 부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교회 여성들
의 노력을 하나로 연결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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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소리: 교회의 모든 여성을 기독교적인 삶과 봉사로 연합하고, 전 세계의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기
독교 사역을 지원하고, 영적인 삶을 개발하고, 세상의 필요를 공부하며, 개체 교회를 강화하고, 인권과 지
역사회와 세계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봉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6
네 목소리: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오늘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한 개인적인 책임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7
다섯 목소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여성들이 자라도록 돕고, 하나
님의 세상 구원의 목적에 응답하도록 그들을 도전하기 위해서 조직되었습니다.8
여섯 목소리: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단체로 결합하고,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한 개
인적인 책임을 개발하기 위해 조직되었습니다.9
한 목소리: 오랜 세대를 거쳐 이루어진 여성 공동체입니다.
많은 목소리: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한 인간으로서 자유를 체험하며, 창의적이
고 상호 협력하는 친교를 도모하며, 교회의 세계선교에 동참함으로서 선교에 대한 이해를 넒히는데 있
습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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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F:
단어 찾기 #1: 전 세계의 선교
여성의 해외 선교 운동에 기여한 지도자들의 성을 찾고 원을 그려본다. (이름들은 앞으로 혹은 뒤로 연결
될 수 있다.) 해답은 61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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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찾기 #2: 국내 선교
여성의 국내 선교 운동에 기여한 지도자들의 성을 찾고 원을 그려본다. (이름들은 앞으로 혹은 뒤로 연결
될 수 있다.) 해답은 61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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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어 찾기 #1: 해답
전 세계의 선교

단어 찾기 #2: 해답
국내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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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자료들
아래 자료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와 그 전신 기관들의 역사에 관한 책들이고, 여성국에서 읽을 가치가 있다고 출판한 것들
이다. 또, 총회 역사 보존국의 작업을 참조하려면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것을 보라: unitedmethod-

istwomen.org/history/bibliography.pdf. 대부분의 책은 절판되었다. 그러나, 연합감리교회 총회 선교부
여성국, 복음주의 연합 형제 교회 여성 세계 봉사회, 오토바인 프레스에서 출판된 책들은 교회 도서관이
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지도자들의 개인 도서관에 있다. 또, 중고 서적을 파는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이 책들 중의 일부는 온라인으로 구글 북스에 올라와 있다.) 특히 다음 책들을 보라,

Along the Journey: Vignettes of Predecessor Women’s Mission Organizations
(Women’s Division, General Board of Global Ministries,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85).
Billings, Peggy. Speaking Out in the Public Space: An Account of the Section of Christian Social
Relations, Women’s Division,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68–1984 (Women’s Division, 		
GBGM, 1994).
Born, Ethel W. By My Spirit: The Story of Methodist Protestant Women in Mission 1879–1939
(New York: Women’s Division, GBGM, 1990).
Campbell, Barbara E. To Educate Is to Teach to Live: Women’s Struggles toward Higher Education
(New York: Women’s Division, GBGM,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05).
Campbell, Barbara E. United Methodist Women in the Middle of Tomorrow (New York:
Women’s Division, GBGM, 1983).
Dougherty, Mary Agnes. My Calling to Fulfill: Deaconesses in the United Methodist Tradition (New York:
Women’s Division, GBGM, 1997).
Daugherty, Ruth A. United Methodist Women in Mission (New York: Women’s Division, GBGM, 2005).
Fagan, Ann. This is Our Song: Employed Women in the United Methodist Tradition
(New York: Women’s Division, GBGM, The United Methodist Church, 1986).
Gamertsfelder, Mrs. S. J., et al. The Abiding Past: Fifty Years with the Woman’s Missionary Society of
the Evangelical Church, 1884–1934 (Harrisburg (?), PA: Woman’s Missionary Society of the Evangelical Church, 1936).
Herb, Carol Marie. The Light Along the Way: A Living History Through United Methodist Women’s
Magazines (New York: Women’s Division, GBGM, 1994).
History of the Woman’s Missionary Association of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 (Dayton, Ohio:
United Brethren Publishing House, 1910).
Hough, Mary R. Faith that Achieved: A History of the Women’s Missionary Association of the Church
of the United Brethren in Christ, 1872–1946 (Dayton (?), Ohio: Women’s Society of World Servic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 1958).
Hoover, Theressa. With Unveiled Face: Centennial Reflections on Women and Men in the Community
of the Church (New York: Women’s Division, GBGM, 1983).
Kirby, Ellen. The Evolution of a Focus: Women’s Concerns in the Women’s Division 1970–1980 (n.p., 1983).
Magalis, Elaine. Conduct Becoming to a Woman: Bolted Doors and Burgeoning Missions
(Cincinnati: Women’s Division, GBGM, 1973).
Reber, Audrie E. Women United for Mission: A History of the Women’s Society of World Service
of the Evangelical United Brethren Church, 1946–1968 (Dayton, Ohio: Otterbein Press,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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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ns, Thelma. Legacy for the Future: The History of Christian Social Relations in the Woman’s
	Division of Christian Service, 1940–1968 (Cincinnati: Women’s Division, Board of Global
Ministries, United Methodist Church, 1978).
Task Group on the History of the Central Jurisdiction Women’s Organizations, To a Higher Glory: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Black Women Organized for Mission in The Methodist Church,
1940–1968 (Cincinnati: Women’s Division, GBGM, 1978).
연합 감리교회 여선교회 자료들
인쇄된 자료들

주문처 umwmissionresources.org.
인종 정의 연대표(Racial Justice Time Line), 뉴욕: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2014–16.
2019 기도 달력(Prayer Calendar): 주문은umwmissionresources.org 에서 하든지 연합감리교회 여선교
회 기도 달력 페이스북 페이지나 트위터에서 찾을 수 있다.
온라인 자료들

정기적으로unitedmethodistwomen.org 를 찾아가서 새로 추가된 자료들이나 선교와 관련된 주제들에 관
한 글들을 찾는다
연대표: unitedmethodistwomen.org/about/history/timeline
역사적 사진들: flickr.com/photos/umwomen/albums/72157639730496565
비디오들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면: unitedmethodistwomen.org/blogs/help! 참조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League of Extraordinary Methodist Women.
Short animated film. August 11, 2004. youtu.be/UL-iXCJuaYU.
Church Center for the United Nations. October 15, 2015. United Methodist Women.
youtu.be/a9eHKzDphsI.
Mission u: Not Your Grandmother’s Bible Study. July 14, 2017. United Methodist Women.
youtu.be/_Fz295ZsqFo.
United Methodist Women in Manila. January 25, 2018. United Methodist Women.
youtu.be/r97Ns_KO4_8.
선교하는 감리교 여성들의 역사적 이야기들

이름 별로 찾거나 다음 웹사이트를 쭉 살펴 본다: unitedmethodistwomen.org/news. “유산”이 될만한
이야기들은 다음 인물들을 주인공들로 삼고 있다:
•• Jesse Daniel Ames: unitedmethodistwomen.org/news/lynching-is-an-indefensible-crime
•• Belle Harris Bennett: unitedmethodistwomen.org/news/belle-harris-bennett
•• Mary McLeod Bethune: unitedmethodistwomen.org/news/education-and-equality-marymcleod-bethune
•• Rose Catchings: unitedmethodistwomen.org/news/voices-of-women
•• Mai Gray: unitedmethodistwomen.org/news/mai-gray-a-methodist-and-an-activist
•• Georgia Harkness: unitedmethodistwomen.org/news/may-peace-abound-the-legacy-ofgeorgia-harkness
•• Estelle Hawkins: unitedmethodistwomen.org/news/legacy-caring
•• Ella Holbrook: unitedmethodistwomen.org/news/faithful-service-in-hawaii-susannahwesley-community-center
•• Dr. Rosetta Sherwood Hall: unitedmethodistwomen.org/news/legacy-story-rosettasherwood-hall-medical-missionar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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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shop Joaquina Filipe Nhanala: unitedmethodistwomen.org/news/africas-first-woman-bishop
•• Lois Oldshue: unitedmethodistwomen.org/news/the-first-charter-for-racial-justice
•• Dorothy Ravenhorst: unitedmethodistwomen.org/news/local-women-and-the-charterforracial-justice
•• Mary F. Scranton: unitedmethodistwomen.org/news/mary-scrantons-mission-to-educategirls-in-korea
•• Rosa Valez: unitedmethodistwomen.org/news/welcome-the-stranger-cornerstone-familyministries
•• Francis Willard: unitedmethodistwomen.org/news/legacy-courageous
최근에 올린 인물들이 있나 확인한다. 디커니스들의 이야기, 유엔 교회 센터 이야기, 그리고 선교 현장 여
성들의 이야기에 관한 글들을 찾아 본다.
오늘날의 선교 현장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목소리들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우리의 목소리들을 사용해서.” 2014년 5월 4일 접속. 2018년 4월 10일 접속.
youtu.be/fTzEOBzVsUs.
“150주년: 여성들이 선교를 위해 조직할 때.” 2018년 2월 1일 접속. 2018년 4월 7일 접속.
youtu.be/xFFTeFeKDYs.
“지역 선교사들: 당신의 선교 헌금.” 2014년 3월 19일 접속. 2018년 4월 10일 접속.
youtu.be/hHcmcBO_cIg.
“레시 베이츠 데이비스(Lessie Bates Davis)의 이주자의 집.” 2012년 6월 20일 접속.
youtu.be/IVcOWqhJ6Qc.
“에두까씨온 뽀뿔라르 엔 쌀루드(Educacion Popular en Salud): 건강 교육— 1부.” 2014년 3월 17일 접속.
youtu.be/8TiM0IrMuuE.
“에두까씨온 뽀뿔라르 엔 쌀루드(Educacion Popular en Salud): 건강 교육— 2부.” 2014년 3월 17일 접속.
youtu.be/2m_IZ5TPOVo.
총회 역사 및 자료 보존 위원회 자료들

Resources and ideas about telling United Methodist Women’s story: gcah.org/resources/
womens-history
Time line of the women’s missionary organizations: s3.amazonaws.com/gcah.org/ORGANIZATION.pdf
Resource kit on women’s history time line: amazonaws.com/gcah.org/Telling_Their_Stories.pdf
United Methodist Women time line: amazonaws.com/gcah.org/WOMENS_TIMELINE.pdf
잡지들

Blue, Ellen. “Parenthetically Speaking: Methodist Women (In and) Out of Their Brackets,”
Methodist History, vol. 55, nos.1 and 2, edited by Alfred T. Day III and Sarah Heaner Lancaster,
guest editor (Madison, NJ: General Commission on Archives and History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2016).
감리교 역사(Methodist History) 잡지들은 총회 역사 및 자료 보존 위원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2015년 연회부터 축적된 이중 판을 찾아 보려면 감리교 신학교, 총회 역사 및 자료 보존 위원회: 다가오는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150주년 축하는 다음 웹사이트 참조 archives.gcah.org/handle/10516/9857.

64

저자 소개
쥴리아 툴록(Julia Tulloch)은 은퇴한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전국 임원이다. 그녀는 미국 내 연회들과 훈련

및 지도력 개발 부분에서 일했고, 많은 경우 아시아의 여성들과 일했다. 그녀는 연회와 선교 학교에서 공
부 모임 인도자로 섬겼고, 준비팀들의 자문 임원으로 섬겼다. 지도력 개발을 위한 총무로서 다양한 상황에
서 연회와 지방회 지도자들을 위한 훈련 전략을 개발하고, 훈련 시키는 일을 했다. 본부에서 일하기 전에
는 서부 펜실베이니아 연회에서 개체교회, 지방회, 연회의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사무실에서 일했다. 그
녀는 2곳의 국내 선교 기관에서 이사회 회원으로 섬겼다. 또, 총회 교회와 사회부의 총무였으며, 지역 총
회와 총회의 대표였고, 선출직 지역 학교 이사회 회원이었다. 그녀는 펜실베이니아주 미드빌(Meadville)
에 있는 알레게니 대학(Allegheny)에서 종교학을 전공한 후, 성인 및 연장 교육 석사학위를 일리노이주 졸
리엣에 있는 세인트 프랜시스 대학(University of St. Francis in Joliet, Illinois)에서 받았다. 그녀는 여전
히 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의 활발한 회원이며, 자신의 개체 교회인 뉴욕시 세인트 폴과 세인트 앤드루 교
회에서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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