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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

“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

부족한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

Pandemic 의 긴 터널을 지나 오며 곤고한 날에 우리들 자신을 돌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남은 삶을 주의 은혜 가운데 

걸음을 바로 정비케 하시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입이 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안에서 마지막때에 내게만 아니라 믿는 모든 자 들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을 소유한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대면 상황속에서도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였음을 고백하며 연합됨으로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고 힘써주신 각 노회 

여선교회와 노회장님,그리고 연합회 임원들의 수고에 미안한 마음을 담고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부르심의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선교지에서 사역 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그 소명을 잘 

감당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은 연합하여 기도로 동역하며 선교지와 여선교연합회 간에 항상 은혜롭고 

기쁜 소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선교회 회지 발간을 축하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은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중세 수 세기 

동안 인류를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1차 세계 대전 동안 총으로 죽은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인간의 목숨을 빼앗아 갔던 스페인 독감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대표적인 팬데믹 사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준 것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사

병이나 스페인 독감은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펜데믹은 전 지구적입니다. 오대양 육대주 모든 인류의 생명을 이

토록 위협했던 펜데믹은 인류 역사상 처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교회도 코로나의 위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많은 상처를 입었

습니다. 교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위로가 필요한 때입니다. 바로 여선교회 여러분으로 인해 상처받고 지친 교회가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지치고 상한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서는 무한한 안식과 위로를 얻듯이 세파에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여선교회의 따듯한 섬김과 나눔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

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따뜻한 엄마의 손길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먼저 나누시고, 격려의 손길을 먼저 내밀어서 여러분이 머문 자리에서 향기가 나는 여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 교회의 모든 사역자들이 먼저 위로를 받고 모든 성도들

이 또한 함께 위로를 받음으로써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하지만, 여선교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 교회 안에 생명을 불어넣은 이 시대의 

드보라가 되시고, 라합이 되시고, 한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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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석 부회장 백소영 권사의 인도로, 황성연 집사의 기도와 양경선 권사가 막6:53~56을 봉독한 후

 전 총회장 이기성목사 “변화에 도전하라” 설교로 헌신예배를 드리다.

 2.  만남의 시간은 서기 황이영 권사가 각 노회별 총대 소개 후, 박성자 권사 인도로 합심기도를 하다.

 3.  총회장 황명희 권사 인도로 서기가 회원 점명하니 재적 35명 중, 27명 참석하여 33차 총회 개회를

  선언한 후 전 총회장 이옥희 권사가 기도하다.

 4.  서기 황이영 권사가 전 회의록을 낭독하니 그대로 받기로 김혜경 권사 동의, 정선희권사 재청으로

  통과하다.

 5.  박성자 권사의 감사 보고는 회계장부와 은행 Statement가 정확하게 되어 있음을 보고하다.

 6.  박성실 권사의 회계보고는 총수입 $34,740.93, 지출 $10,624.32, 잔액$24,116.61보고하니 작년 이월금

  $26,531.31중 IRS 수수료 $11.40, 이월금 $26,519.99의 차액을 보고하니 받기로 이옥희 권사 동의

  전영실 권사 재청으로 통과하다.

 7. 회칙낭독은 브리스길라 순서지에 있는 회칙을 참고하기로 황이영 권사 동의, 김경희 권사 재청하다

 8. 임원 선거는 현수석 부회장 백소영 권사를 34차 총회장으로 총대들의 동의로 선출하고 황성연 집사를

  수석 부회장으로 내정함에 총대들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다. 홍정자 권사가 회계 우경자 집사를 추천,

  배기덕 권사가 오순애 권사를 서기로 추천하고 총대들의 동의로 통과하다.

 9. 신임회장 백소영 권사와 수석부회장 황성연 권사의 인사와 전임회장 황명희 권사가 협력해 주신

  구임원들과 전회장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다.

10. 건의 사항:

  - 전경실 권사의 총회의 총대의 의미, 선거권에 대한 설명 요청.

  - 수석 부회장이 회장이 되는 노회 순례의 투표 여부.

  - 박성자 권사의 모든 공적인 일과 공지사항은 각 노회 여선교회 회장을 통해 공지하도록 건의

11. 신임회장 백소영권사의 폐회기도로 33차 총회를 마치니 오전11시 35분이었다.

2021 

 5. 5 6월 헌신예배준비와공문발송준비

 6. 2 3차 임원 회의로 선교사님들 교단 확인 및 renew confirm

 6. 3 1차 공문 발송

 6. 12 헌신예배, 다우니제일 교회 온라인 &오프라인

 6. 20 2차공문발송

 12. 7 3차후원 선교지 확정공문발송(1.동티모르 2.이스라엘 3.유럽 노회 독일 4.터키 5.멕시코 치아파스)

 12. 23 4차 새해 인사 공문 발송

2022

  1. 30 임원회의 통해 선교지 확정공문 발송 및 브리스길라 책자를 제작 하기로 하다.

   미주장신 방문및 총회여선교회 방에 대해 의논차 방문

 2. 25 제34차 여선교회 총회는 비대면 ZOOM을 통해 하기로 결정하다

 3. 13 총회 날짜를 5월10일에서 5월7일 토요일 오전10:00(CND오후1:00시)로 변경하여 개원하기로 함

 3. 16 총회 회계감사로 서남/정선희권사 서중/홍정자 권사님이 감수 하기로 하다.

 3. 17  제 5차 총회및 헌신예배 공문 발송

제33차 여선교회 총회 서기록
일시: 2021년 5월 1일(토) 오전 10시, Zoom

연합회임원회의 및 의결사항  

임원회 조직   회장: 백소영권사 / 수석부회장: 황성연 피택권사  

     회계: 우경자집사 / 부회계: 하혜련집사 / 서기: 오순애권사 / 부서기: 김현숙권사 



_ 브리스길라 6

코로나로 국경을 폐쇄했던 동티모르 정부가 올 초에 국경을 개방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학생들을 위한 장학관은 9월 봉헌식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건

축 중에 있습니다만, 개신교인 장학생과 싱글맘의 교육과 지원을 위하여 건축 

중이던 기독사회 선교센터가 우기를 맞이해서 현재 건축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 카톨릭교회와 교인들의 반발로 건축이 지연되고 있었던 화뚜노니 

은혜교회의 건축은 오에바하 지역으로 옮겨서 건축하고, 9월 봉헌식을 하기로 

현지교단과 협의되어 5월부터 공사 시작이 됩니다.

2021년에는 모두 6명의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들이 나왔으며, 이들 중 Amamna양(사진)은 

공중보건학 석사학위를 받고 고향 보건소 부소장으로 부임해 갔습니다. 

Loes지역 현지인 교회와 교우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한국의 홍고추의 수확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져서, 금년에는 약 2만개의 씨앗을 공급할 예정이며, 미래농장은 현지 교회 교우들의 소

득 증대를 위하여 약 250여 군데에 한국 고구마를 계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위하여 시작했던 남을희 염소은행은 2022년부터 World Togeth-

er과 이친범 전 동티모르 한국대사, 상록수부대장 김영덕장로와 함께 1999-2002년까지 상록

수보대가 주둔했던 Lospalos지역 및 Oeccussi지역을 중심으로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기도제목입니다.

1. 동티모르 인재 양성 사역인 장학사역과 이를 위한 기독사회선교센터 및 한남제일 장학관

이 제 날자에 봉헌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그 운영을 인도해 주옵소서.

2. 새롭게 시작되는 염소은행 사역, 한국 홍고추 사역, 약품의 원료로 사용될 파파인 추출 및 

말린 바닐라 사역 그리고 현지인교회를 중심으로 한 교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역에 주

님의 은총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3. 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의사의 손길을 이끌어 주셔서, 아내의 무릅의 연골과 허리, 그리고 

제 척추협착으로 인한 다리 마비 현상을 고쳐 주옵소서.

사역보고

1. 이스탄불의 푸른초장교회와 에디르네의 영원한생명교회에 이

어 또 다른 지역에  세 번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

습니다. 터키에 교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

워나가기 위해 한국과 미국의 교회들과 네트워킹하며 사역하

고 있습니다.

2. 지난 3월부터 푸른초장교회에 현지인 풀타임 사역자로 알리 형제를 세웠습

니다. 11년 동안 한국 선교사에 의해 개척되고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이제는 

현지인의 리더십에 의해 세워져 나가는 이양의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3. 인터넷과 SNS을 통한 전도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한 달에 평균 약 

40명의 기독교 관심자들과 접촉하여 기독교에 대한 소개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 세대를 위한 복음 전파는 장벽이 없는 온라인을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기도제목

4. 7월에 있을 세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례받기로 되어 있던 시난 형제의 가족이 교회로 찾아와 저

희를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시난 형제에게 고난의 시간을 잘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길, 그

의 아버지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 주길 기도해 주십시오.

5. Business As Mission의 일환으로 교회 근처에 한국 분식점을 오픈할 계획을 갖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모

든 과정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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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장신 · 뉴욕신학 · 서북신학  

독일 선교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KPCA 

여선교회연합회 모든 회원들에게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래와 같이 사역보고를 드립니다.

사역 보고

1. 주일 예배 사역 : 독일은 현재도 매일 코로나 19 팬데믹 

감염자들이 약 20만 명에 달하며, 사망자도 300여명에 이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독일정부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해주

어서 계속해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예배 중에는 거리두기를 하

며 마스크를 써야 했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립니다.

2. 할레 시내 찬양과 전도 : 제가 사역하는 비스바덴 도시에서는 그동안 록다운이 

엄격하게 적용되어 시내에서 대면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청년 담당 노전도사(할레 대학에서 신학공부 중)님

이 거주하는 할레에서는 거리에서 찬양하고 전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시122:6)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스라엘 사역을 나눕니다.

1. 중보기도 사역 :  매 주 수, 금, 주일 한밤중 중보기도 ( 0시 -3시) 로  24시간 중보기도 센터 

 수캇 할렐에서 Night Watch ,  매 주 월요일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모임 인도

2. 긍휼사역: 메사닉 교회들과 협력하여 가난한 유대인 가정들에게 식생활품을 나누며 싱글 마더 

가정 돕기 , 양로원 노인들 방문 위로 사역, 홀로코스트 생존자 센터 방문 및 개인 가정 방문의 

위로하며 교제

3. 전도 사역 : 매 주 금요일 전도팀과 유대인 가정 방문 전도 사역

기도제목

1.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아랍인들의 테러로 많은 유대인들이 생명을 잃고 부상을 입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고있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이 함께 사랑하며 평안가운데 지낼 수 있게 되기를

2.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유대인 귀환 (알리야 ) 사역이 더욱 활성화 되고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

들이 잘 정착하고 자녀들이 새 환경에 잘 적응하며 생활이 안정되기를 

사역보고

1. 노천예배사역-이곳 피아파스 주립병원 바깥의 

오갈데 없는 노숙인들과 입원환자들의 가족들을 

모아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 아침급식사역-급식사역이라고 하기에는 보잘 것

없습니다만 매주 2회(화, 목요일) 아침에 일찍 커피

와 샌드위치를 약 45-50명분을 준비하여 노숙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3. 전도-노숙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환자 가족들을 찾아다니며 화

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4. 어서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상황이 종식되어 대면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5. 저희 큰 아이(딸, 대학 휴학중)와 둘째(아들, 현 고3)의 학업과 대학진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6. 저희 가족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건강하여 사역과 생활 그리고 학업을 잘 진행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7. 여전도회 연합회 산하 모든 교회의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들도 언제나 건강하시고 각각 하시는 사엽과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해외 한인 장로회 여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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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노회 

11.14.2021  아름다운 동산교회.4:00PM

   The LOCK Ministry 3주년 

   예배 간증과 사역보고

1.29.2022 임원선출을 위한 예비모임과 교제

3.14.2022 총회 새임원선출 

새임원진 

 회   장:  신선옥권사(참빛교회)

   T.(714)588-4303 / sun21055@yahoo.com

 회   계:  이민경권사(참빛교회)

   T.(714)461-1202 / Chinlee1210@gmail

서중노회  

9.12.2021  훌러톤장로교회/임원회의: 4PM

9.27.2021 선교 후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1,000

     기드온동족선교회(박상원 목사)/$1,000

     생명의 전화 (박다윗 목사)/$1,000

3.14.2022  총회및 임원회의 

새임원진 

 회   장:  최은삼 권사

   T.(714)403-4757(남가주동신교회)

   Jennychoe17@gmail.com

 부회장:  홍혜정 권사

   T.(213)819-3843(훌러톤장로교회)

 총   무:  이광숙 권사 (남가주동신교회)

   T.(714)943-1023

서노회 

3.21.2022 총회 임원선출/주님세운교회 

새임원진 

 회   장:  김은아권사 / T.(213)365-1144

   dreamgirl3651144@gmail.com

 회   계:  김미경권사(새한교회) / T.(213)806-9233

  gracekim1580@gmail.com

서북노회 

4.2.2022  총회 임원선출및 임원회의 및 단톡방개설 

새임원진 

 회   장:  최명화권사(시애틀한인장로교회)

   T.(425)512-7855 

   myongmhn@gmail.com

 부회장:  송영미 권사(안디옥 교회)

   youngsong1@yahoo.com

 총무겸회계: 이은현권사

   eunlee242@gmail.com

 서   기:  이은자권사 

   T.(206) 229-8419

   jamesuncha@gmail.com

뉴욕노회 

3.4.2022 총회 영락교회 새 임원 선출

4.26.2022 첫 임원진 모임 

새임원진 

 회   장:  오 루디아권사(방주교회)

   T.(718)666-8656 / lydiaoh57@gmail.com

 부회장: 신경자권사(참좋은교회)

 총   무: 김혜련권사(넘치는 교회)

 서   기: 이미진 집사(한인연합교회)

 회   계:  이승혜집사(방주교회)

카동노회 

3.22.22  총회 새임원선출

   5월 월례회예정 

새임원진 

 회   장:  김애란권사(밀알교회)/T.(416)723-1851

   ketchapjoah56@hotmail.com

 부회장:  정재순권사(영락교회)

   김상희권사(큰빛교회)

2022년도 노회 새임원진및 활동보고   

▲ 34차 총회헌신예배(6.12.2021) ▲ 전 회장님들과의 미팅 



브리스길라  _ 9

·  제34차 해외한인장로회여선교회연합회 2022 ·

총회 선교비 현황

서남노회  (합계: 660+300=$960)

다우니제일교회

장명숙 김혜경 황정애 김희수 정선희 김종옥 전명자 

임   경 정복현 이영미 장영숙 김승혜 남승미 정선화 

표의숙 김현주 오정수 백소영 이혜정 김현숙 오호영  

조영미 성순애 김경남 김영철 정순원 장경은 조정례 

박준경 김영순 김영기 최경숙 김유나 

(년회비 33명/ $660)

특별헌금: 김유나($200) 김종옥($100)

서중노회  (합계: $2,340)

남가주동신교회 선교비 $1,100

선한청지기교회 선교비 $500

훌러톤장로교회 선교비 $400

한우리교회

김인나 강애자 김광순 이영규 탁세나 김유미 손혜림 

김순식 기인숙  박수진 홍영희 임영자

년회비 12명/ $240

뮤리에타장로교회

유승화 이영애 김정희 방경남 김미아

년회비 5명/ $100

서북노회  (합계: $1,960)

시애틀한인장로교회

김경임 김업순 장정숙 이선영 차혜숙 임   장 박재숙 

박   룻 최명화 이기자 이영숙 유근순 이진주 김순자 

이신원 이의용 심명희 박정선 이정자 김양원 홍태기

총회선교비 21명/ $420

안디옥장로교회

김윤희 송영미 배은순 홍윤정 김계순 하영희 서기남 

김은자 정기현 우영아 (총회선교비 $200)

오레곤벨엘장로교회

고순복 양경신 조은자 고혜림 윤혜영 진은실 김명자 

이명자 최진숙 김병숙 이미림 최은희 남호산 이해주 

황은수 박동자 임화자 심경숙 조순옥

총회선교비 $380

야키마소망교회

김순희 김화자 변윤희 이옥희 안윤임 조경희 조용미 

장송옥 진은경 최혜정 홍화숙 황용여 박영금

총회선교비 $260

시애틀큰사랑교회

김정인 주성혜 이미옥 김귀연 배태희 유순덕 장문수 

김혜정 전소연 김안진 김혜선 김인숙 김영숙 조미경 

이현주 정은지 김지나 홍정아 최원자 탁수연 조테레사 

손소라 서명희 이미선 이서영 장숭화 김윤경 

나은하 이경애 김현주 윤은영 임영옥 오영자 

이은현 원숙자 (총회선교비 $700)

서노회  (합계: $520) 

주님세운교회

이분자 이해순 김카니 송복선 이현미 전선미

년회비  $120

새한교회

 김은아 이규숙 최민경 송미애 이미경 장은희 

김미경 이덕화 김성은 백영신 이순영 이선희 

현경희 이금순 배제복

년회비  $300

전 서노회장 박성실 $100

 

뉴욕노회  (합계: $1,120)

뉴욕방주교회

장숙희 이정애 서영숙 권태희 권주연 지분선 

배제이미 이승혜 최현옥 김연아 선우혜진 

Amy Kim 오 루디아 (총회 선교비 $260)

뉴욕넘치는교회

김성혜 유인영 이선수 김지영 이스란 박지나 

정미연 김시온 백우선 이수자 김미숙 김애나 

이수자 김선동 허지재 윤지혜 정충자 정지연 

이정애 이은혜 김혜령 이찬미

총회 선교비 $460

뉴욕한인연합교회

장영자 문희경 강수지 류은숙 조선둘 장경미 

김광옥 유월선 하태인 반경승 이미진 심경미 

경광혜 강선숙 최기숙 권오은 최순덕 오세미 

오정미 김순복 (총회 선교비 $400)

카동노회  (합계: US $1,896.98)

염광교회

김애숙 원종례 김순자 김용옥 홍혜경 김선희

김수련 최현순 홍복희 이혜경 김수련 신순자

김복영 이애경 김성실 김희자 유영익 이금분

이용애 민경옥 이정옥 김계선 최은선 김경빈

박경희 안혜정 윤경진 김순옥 주영희 김혜진

이영희 김원영 박순순 백옥주 

(34명 / 선교회비 CAN $1,760)

토론토영락교회

배기덕 송숙희 임정은 이주연 어정선 김현숙

박성자 (7명 / 년회비 CAN $140)

박성자, 배기덕 (장신대후원금 CAN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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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회계보고
(2021년5월-2022년5월)

   항목           상회비       선교비        광고비      금액합계

뉴욕노회  700.00  1,120.00  800.00 2,620.00

뉴저지

동북노회    400.00  400.00

서노회  500.00  520.00  700.00 1,720.00

서남노회 800.00  960.00  1,400.00  3,160.00

서중노회  1,000.00  2,340.00  1,700.00  5,040.00

서북노회 1,050.00  1,960.00  1,600.00 4,610.00

서북남노회

LA노회    100.00  100.00

중앙노회

카동노회  1000.00  1896.98  1400.00  4296.98

필라노회

Sub Total  5,050.00  8,796.98  8,100.00  21,946.98

총회 여선교회 연합회 헌신예배 헌금  607.00

김혜경권사 서무비 보조   100.00

배기덕권사, 박성자권사 미주장신후원금   US $500.00* 
    (노회 선교비에 포함)

김유나권사, 김종옥권사    $300.00*
    (노회 선교비에 포함)

Sub Total    $707.00

총수입 Total         $22,653.98

33차 총회 이월금    $24,116.61

2021, 2022 이월금     46,770.59

총지출 황합계     12,782.63

차기 이월금         $33,987.96

   항목                               금액

미주장신대 후원금 P.T.S.A.

  1,500.00+500.00=2,000.00

뉴욕장신 후원금 1,000.00

서북노회 신학교 Seattle WA 1 500.00

이한성목사님(동티모르) 1,200.00

노광석목사님(독일) 1,200.00

송하경(이스라엘) 1,200.00

김창하목사님(멕시코) 1,200.00

최상명(터키) 1,200.00

Sub Total  $10,500.00

총회헌신예배 간식비 180.00

브리스길라 책자 1400.00

은행수수료, 선교비 전송시 Wire Fee 172.63

총회강사비 200.00 x 2=400.00

은행 수수료 카동노회 20 +16=36.00

서무비  94.00

Sub Total   $2,282.63

총지출 Total           $12,782.63

수   입 지  출

노

회

수   

입

선

교

비

기

타

수   

입

행

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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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차 해외한인장로회여선교회연합회 2022 ·

뉴욕한인연합교회
United Korean Church of New York 

담임목사  이 준 형 

예배시간 안내

주일 예배  11:00 AM

오후예배  3:00 PM

수요기도회 8:00 PM

Youth Group 11:00 AM

371 77th St.
Brooklyn, NY 11209
Tel. 718-630-5992
www.ukcny.org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뉴욕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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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동북노회 

뉴 욕 목 양 장 로 교 회

권 사 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Tel. 718-357-9199  ·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서남노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Tel. 562-861-1004  ·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http://downeyfirstchurch.org

동북노회 

문명숙 권사 
22대 전회장 

Tel. (500) 646-348-0897  · 230-35 57 Rd. Bayside, NY 11364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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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차 해외한인장로회여선교회연합회 2022 ·

서남노회 

참 빛 장 로 교 회
강승배 담임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Tel. 714-522-3678  · 7378 Orangethorpe Ave., Buena Park, CA 90621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서남노회 

가 나 안 교 회
임동운 담임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Tel. 562-866-0980  · 17200 Clark Ave., Bellflower, CA 90706

서중노회 

오충성 담임목사 

Tel. 213-215-0555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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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not I, but Christ ”“ not I, but Christ ”“ not I, but Christ ”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 714-680-9556 • www.dongshinchurch.com

서중노회 

최은삼 권사 
서중노회장 

서중노회 

서중노회 여선교회 연합회 
회장단 및 회원 일동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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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차 해외한인장로회여선교회연합회 2022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서노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서중노회 

LW한인커뮤니티교회
용장영 담임목사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Tel. 714-323-0897  · 14000 Church Pl., Seal Beach, CA, 90740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서노회 

www.lasaehan.com·Tel. 213-386-0685·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서노회여선교회연합회
&

박성실 전 노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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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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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차 해외한인장로회여선교회연합회 2022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서북노회 

서북노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Tel. (425) 204-9191 / www.antiochlife.org / 4242 Jones Ave NE, Renton, WA 98056

Tel. (425) 599-3032 
Sungjinkim625@hotmail.com

21507 52nd Ave. W. 
Mountlake Terrace, WA 98043

조은하 담임목사 

김성진 담임목사 

이돈하 담임목사 

오레곤벧엘장로교회

서북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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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카동노회 

카동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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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차 해외한인장로회여선교회연합회 2022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카동노회 

서중노회 

황인철 담임목사 

Tel. 714-446-9010
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서중노회  

김양현 담임목사 

Tel. 951-509-1004
2962 Madison St., Riverside, CA 92504



Priscilla브리스길라

제34차 총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연합회
제34차 정기총회 

해외한인장로회 여선교회 연합회의 부흥을 기원합니다.

4대 총회장

8대 총회장

12대 총회장

14대 총회장

18대 총회장

19대 총회장

20대 총회장

21대 총회장

22대 총회장

25대 총회장

28대 총회장

수석 부회장

이덕화

방찬희

김혜경

임영자

정선희

홍정자

송교미

배기덕

문명숙

박성자

백소영

황성연 

제20호 | May 7, 2022

ZOOM   USA: 10AM  •  CAN: 1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