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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말씀(The word of God):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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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man gives freely, yet gains even more; another withholds 

unduly, but comes to poverty. A generous man will prosper; he 

who refreshes others will himself be refreshed.” (Proverbs 

11: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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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한번씩 Blue Mountain 지역에 있는 

Blackheath 에 봄 꽃 축제 구경을 간다. 

올해는 조금 일찍 소풍을 갔더니

함박 핀 꽃들이 길가에서 우리를 맞이해 

준다. 40여명의 참석자들이 맘껏 꽃 

풍경을 즐기고 사진도 찍고, 꽃 향기에 

도취되어 자리를 뜨기가 아쉽다. 조금 

있으면 진달래가 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참 아름다운 자연의 조화이다. 

10월 15일에는 사무실 가까이에 있는 

너싱홈을 방문하여 콘서트를 가졌다. 모든 

호스피스 천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환우들과 함께 춤추면서 봉사하였다. 

항상 콘서트 때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과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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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김장대 목사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여호와 이레, 먼저 준비하시는 하나님! 

 지난 3년동안 호스피스 봉사자들이 암 환우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느낀 점은 

공통적으로 항암을 받는 환우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환우들은 자신이 직접 만들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알고 도울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동안 St Philip’s Anglican Church 사무실을 빌려 쓰면서 부엌을 사용하려고 

하였지만 한국음식의 특유한 냄새로 인하여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 했다. 

그래서 우리 호스피스는 부엌을 마음껏 사용하여 wellbeing food를 만들어 나눌 

수 있는 사무실을 구하는 것이 숙원이었다. 그러던 중 봉사자들과 함께 한 마음 

으로 하나님께 금식하며 사무실을 달라고 기도하기로 하였다. 8월4일 21일간 

연속기도회 마지막 날을 마치고 너싱홈을 방문하고 오는 길에 Eastwood 역 근처 

집들을 둘러 보았다. 인터넷에 올려 놓은 한 집이 눈에 들어 왔다. 

“19 lansdowne St. Eastwood”, 

 그런데 집세가 얼마인지 아직 적혀 있지 않았다. 그렇지만 평온한 느낌이 들었다. 

그 집 문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왔다. 

 8월11일 제2차 호주호스피스협회 총회가 열렸을 때 부엌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을 구하는 안건에 만장일치로 동의하였다. 다음 날 주일, 저녁에 인터넷을 검색 

하니 아직 집세가 얼마인지 올라오지 않았다. 8월 14일 더디어 Rent Fee가 

인터넷에 올라와서 봉사자들과 함께 19 Lansdowne St Eastwood에 가서 보니 

환우들과 봉사자들이 역에서 다니기에 그리 멀지도 않고, 주변시세 보다 저렴하 

지만 더 깨끗하였다. 우리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하여 지원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그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데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2단계가 더 있다. 

먼저 부동산에서 승낙해야 하고, 다음에 그 집 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속 기도하였다. 8월20일 월요중보기도회 시간에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 주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다. 

곧바로 계약금을 입금시켰다. 8월27일 집 열쇠를 받고, 월요중보기도 봉사자들이 

모두 집을 둘러보고 한 마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제는 사무실 빈 공간을 채우는 일이 남았다. 사무실 집기들을 기증받기로 하고 

광고하였더니 여기저기서 자원하여 흔쾌히 기증해 주셨다. 모두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물심양면으로 하나 되게 하신 성령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 드리며 사무실이전 감사예배를 준비하였다. 

 주말에 감사예배를 구상하였다. 넓은 운동장 같은 잔디가 뒤덮인 뒤뜰이 좋은데 

그곳을 50여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만들어야 했다. 얼마 전에 김종세 

회원님 댁에서 기부해 주신 텐트 1개로는 50여명이 사용하기는 좀 부족한 것 

새 사무실 개소식 감사예배를 마치고
-모든 회원이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성경원리로 암 환우를 사랑으로 섬기는

같아 새 아이디어를 구상 중에 뒤뜰에 있는 빨래 줄(Hills Hoists)을 

사용하기로 했다. 큰 우산모양의 frame위에 지붕만 만들면 완성 되는 

것이다. 우리는 전에 우리 회원이 주신 천을 잇대어 지붕을 만들어 덮었더니 

멋있는 큰 텐트로 변신이 되어 장소 문제는 빨래 줄로 순적히 해결이 되었다. 

아마도 이런 멋있고, 온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Hills Hoists 텐트는 유사 이레 

처음인 것 같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회원의 헌신과 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것을 보는 사람 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느냐!! ” 고 감탄 하였다.

 9월17일, 10시가 되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뒤뜰을 채웠다. 일찍 오신 분들은 

행사에 필요한 것들을 거들어 주시곤 하셨다. 11시, 예배 시간이 되어 

Andrew Kim 선교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는 본회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병근 목사님(엠마오신학교 학장)의 기도, 그리고 새롭게 조직된 

호스피스 Ocarina 팀의 아름다운 찬양에 이어 바쁜 중에도 왕림해 주신 

송선강 목사님(시드니새순장로교회 담임)의 격려에 감사했다. Clr. Shuo 

(Simon) Zhou (Ryde 부시장)은 “아름다운 호스피스 봉사자들의 헌신에 

감동하였고 앞으로 Ryde 시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Peter Kim 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시면서 축하해 주셨다.

 특히 호스피스 사역에 전심으로 도우시는 자원봉사자 Geoffrey Brindle 의 

간절한 축사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예수님은 자원봉사자로서 

어떤 대가도 없이 천국복음과 이웃사랑을 위하여 온 몸을 바치셨는데 ACC 

호스피스는 그 제자의 길을 걷고 있다” 는 격려의 말씀에 마음이 뿌듯해 졌다. 

연이어 주 시드니대한민국 총영사님과 Baptist Care 최고경영자(CEO) 이신 

Ross Low 께서도 축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신재구 목사님(맥콰리 

한인교회 담임)의 “치유, 섬김, 그리고 동역”이란 제목으로 은혜롭고 유창한 

영어설교와 함께,  호스피스가 가는 곳마다 늘 동행 하는 Chroma Harp의 온 

마음으로 드리는 연주와 손동식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듯이 오늘도 좋은 일기로 한 부조를 해 주셨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 일찍, 우리 봉사자들은 각 처소에서 

만들어 온 한가지 음식으로 일사 분란하게 점심뷔페를 장식했다. 어디에 내 

놓아도 모자람이 없이 완성된 풍성한 식탁에서 50명이 넘는 모든 참석자들이 

맛있게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손에 주신 이 솜씨와 

열정으로 wellbeing food를 만들어 고난 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호스피스봉사자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배달하게 하실지 기대된다. 

 이제 호스피스 봉사자들은 제2차 연속금식기도(2018년 10월15~11월 4

일)를 가지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신 이 사무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어야 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하였다. 연속 

2018년 11월호 03

1) 드라마 치료를 준비하는 봉사자들

2) 제27차 콘서트- 환우와 춤추며 치유현장

3) Clr. Shuo (Simon) Zhou (Ryde 시 부시장 축사 

2018.9.17)

4) 행복한 순간들 (꽃 축제 2018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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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봄 꽃 축제 -행복한 웃음의 현장 

(2018.10. 20.)

아래) 봄 꽃 소풍 자리에서 노독을 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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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식 기도 중 한 봉사자께서 이웃과 더욱 친밀할 수 있는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별칭을 

만들 것을 제안하여, 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Good Family Community 

(선한가족공동체)”로 하기로 하고 10월23일 공식별칭으로 등록을 마쳤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따라 호주호스피스 협회 사무실 

내에 “선한가족공동체교회(Good Family Community Church)”를 설립하기 로 하였다. 

모든 사역자들이 자원봉사로 섬기는 ACC 호스피스의 “선한가족공동체 교회”는 환우와 

봉사자들의 영적인 치유와 신체적 자연치유를 위하여 공동 목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원봉사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쓰고 남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가는 역동적인 삶이다. 모든 사역자가 자원봉사로 섬기는 ACC 호스피스는 그 삶을 

이어간다.  (0430 370 191/australianhospice@gmail.com)

               <<<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하는 바닷가 걷기 수칙 >>>

1. 누가 암 환우인지 알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제, 즉 종교, 정치, 지방색, 신분, 학력 그리고 과거 경력과 관련된 

대화는 피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3. 리더의 안내, 즉 행선지 선정, 진행순서, 다양한 통제 등에 절대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바른 

질서유지로부터 오는 즐거운 분위기는 서로를 격려하고 기쁘게 함으로 건강회복에 중요합니다.

4. 리더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인 이야기 혹은 연설, 교육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바라며, 대화 

주제로 유머, 건강 증진 방안, 건강식품, 건강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 등 생산적이고 소망적인 소재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5. 이 모임에서 서로의 호칭은 위화감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력과 관련한 호칭을 피하시고 

가능하시면 회원님, 선생님, 형제님 또는 자매님 등으로 호칭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6. 옷 차림은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산 모자 등을 착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피부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벌레(Tick (진드기), Tarantula(독거미) 등)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7. 행선지와 보행 속도는 원칙적으로 당일 참석자 중 가장 연약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택 조절하며,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리더는 2-3그룹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8. 음주와 흡연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금지하며, 도시락은 각자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건강식으로 준비하시어 함께 나누어 드시기를 권합니다.

9. 식사 전에는 암 환우의 치유를 위한 기도와 식사 감사기도가 있으니 타 종교인의 양해를 구하며, 

건강체조 및 활동사진을 공유하오니 함께 동참하기를 권유합니다.

10. 하루의 즐거운 걷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리더의 봉사에 협조하여 주시고,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어 분노나 고성 혹은 유언비어로 환우와 다른 참가자들을 불편하게 하신 

참가자는 전체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하여 자진하여 4주 이상 참석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참여에 감사 드리며 우리 모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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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호스피스 알림
ACC 호스피스에서는 암 환우와 그의 재활을 돕기 위해 봉사자들과매주 

토요일 바닷가 걷기를 하고, 또한 암환우와 그의 가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 

특별중보기도회를 갖고,예약 상담 및 전화 상담, 그리고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환우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 드리는, 찾아가는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ACC 호스피스는 모든 회원이 자원봉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마태복음 10:8)

ACC 호스피스의 발자취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별칭으로 ‘Good Family Community

(선한가족공동체’를 공식 등록 함 

제2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NSW )

제4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

제2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NSW)

사무실 이전 감사예배
(새 사무실 주소:19 Lansdowne St. Eastwood NSW 2122)

제2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Windermere Aged Care Facility, Summer Hill, NSW)

제2차 호주호스피스협회 정기총회(Jino’s 식당, Strathfield)

제2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NSW)

ACC 호주호스피스협회와 숭실사이버대학교와 MOU 협약 체결

ACC 호주호스피스협회와 기독교복음방송 GOOD TV 와 MOU 협약

제2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NSW)

제22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Dorothy Handerson Lodg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제21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Meredith Nursing Home, Strathfield)

제20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Woodlands Nursing Home, Cherrybrook)

제19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rie Park)

제1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Estia Health Nursing Home, Ryde)

제 500회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자축행사
(장소: Clifton Gardens Reserve, Morella Rd., Mosman NSW)

제17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Gracewood Centre, Baptist Care, Kellyville)

자원봉사 단체상 수상 (호주한인공익재단(KACSI) 주최) 

제1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대회
(Baptist Care 로부터 수상자: 송정희, 이금귀)

제16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제15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t Catherine Aged Service, Eastwood)

제1차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공연
(Linburn Nursing Home, Strathfield)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 교육
(특별초청강사:이종욱 교수)
및 First Aid Training(전체 50명 참가 30명수료(제3기 21명, 제1
기 9명)(First Aid (CPR) Training: 29명 자격취득)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Shalom Centre, Baptist Care, Macquarie Park)

특별초청강사: 방사선 전문의 정태식 박사(Clifton Gardens, 1pm)

부산복음병원과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협약 체결(MOU)

제13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2018.10.23

2018.10.15

2018.9.24~28

2018.9.24

2018.9.17

2018.8.13

2018.8.11

2018.7.9

2018.7.4

2018.7.2

2018.6.18

2018.5.07

2018.4.16

2018.3.12

2018.2.22

2018.1.22

2018.1.20

2017.12.18

2017.12.4

2017.11.20

2017.11.20

2017.10.30

2017.10.23

2017.9.25~29

2017.9.25

2017.9.2

2017.8.25

2017.8.14

2017.8.12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Committee”의 한글명칭은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Audit): 조철호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암환우 상담은 요청시 언제나 가능하며 가정방문도 가능합니다.
[정기상담] 일시 : 월, 화, 수요일 10:00~16:00
               장소 : 본회 사무실
               문의 : 0430 370 191 / 0416 758 272
(전화로 상담시간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주호스피스협회와 해외 협력기관
부산고신대 복음병원 호스피스 센터

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회

안양샘병원

숭실 사이버 대학교

기독교복음방송 GOOD TV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대상 : 암 환우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일시 : 매주 토요일 오전 10 시
장소 : Circular Quay 3번 부두
문의 : 0430 370 191/ 0405 317 843 (송정희 리더)

제28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 : Southern Cross Aged Care, Marsfield NSW

일시 :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오후2시

선한가족공동체교회 설립

(Good Family Community Church)

제2차 ACC 호스피스 연속 금식 기도회(10월15일~11월4일) 

를 가지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마 28:20)는 말씀에 따라 호주호스피스협회 

사무실 내에 “선한가족공동체교회(Good Family Community 

Church)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헤세드 힐링 전인치유 자원봉사자 모집
호주호스피스협회(ACC)에서 모든 봉사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드라마 치료 재능 봉사자/미술치료 봉사자/음악치료 봉사자
* 영어통역봉사자 / 그 외 자신이 가진 재능을 연약한 이웃과 
함께 나누기 원하시는 분

제2회 호주 한인 자원봉사자 대회
일시 : 2018년 11월 12일 월요일 오후 4시 30분
장소 : 예전 사무실(St. Phi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주최 : 호주호스피스협회 협찬: 시드니총영사관/시드니한인회
문의 : 0430 370 191 / 0416 758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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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k

Westpac 032-069

082-451

537515

68-612-2677NAB

BSB No. Account No.

* 정성어린 후원금은 ACC 호스피스 봉사활동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본 회의 기부금은 호주정부세금감면혜택(DGR)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원 계좌명(Account Name) :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Eun Ok Kim

Ok Hee Kim

Jin Geun Yoon

Sung Taek Yoon

Jong Soon Kim

Sung Taek Yoon

Cho Ja Chea

Han Yong Lee

Yoon Sub Chung&Ji Su

In Hee Lee

Jung Hee Lee

Jangdae Kim

Dong san Hanna

Yoon Me Kim

Young Do  Byun

Hyeon Shin Kim

Mr Circosta

Young Hee Kim

Sung Ok Hong

Sunny Chae

No name

Heon Sook Kim (조)

Jangdae Kim -E

SoonJa Sung-E

Elhis Kim

Sarang Kim

Jung muk Lim

chang Hwan Kim

Mi sun Lee

Jung Hee Kim

Gyeong Hae  Kang

50

10

100

20

100

100

20

100

100

20

20

200

2000

500

100

200

20

200

200

100

20

50

110

110

10

10

20

50

50

10

10

4기

MEMBERSHIP FEE

Donation

MEMBERSHIP FEE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Donation

4기 회비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MEMBERSHIP FEE

통신비

인쇄홍보비

차량유지비

관리비

식대및 부식비

경조비

행사및 세미나

사무용품

회계사.변호사

보험료

water

First aid

Total

수입
이름                 금액               비고

지출
항목                             금액

251.29

190

158.05

3663.8

205.4

0

4369.3

666.45

0

0

0

0

9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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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원리로 암 환우를 사랑으로 섬기는

소식지 ACC 회계자료(수입 계속)

J 200 Dona�on  
Jung Hee Song 500 Dona�on  

Harp 50 Dona�on  
Young Lan Song 50 Dona�on  
Young Hee Yoo 50 MEMBERSHIP FEE  

Duck Im Kim 120 MEMBERSHIP FEE  
Soon Do Yang 150 Dona�on  

Hyun soon   Park   50 MEMBERSHIP FEE  
KIM ST*Y LEE . 50 Dona�on ( Nab  

Kwang Sung Kim 50 Dona�on  
GNA 100 Dona�on  

INTEREST 0.96 w23  
INTEREST 1.1 w15  

ABC Educa�on 150   
DEPOSIT STRATHFIELD 300   

DEPOSIT 
EASTWOOD ,K 

3120   

 9552.06   
    

4 기 교육, 강사 

식사 

아침. 

공항픽업 

점심 저녁 

목 인성실 김장대 송정희 

금 인성실 관광(김소미) 김장대 

토 인성실 바닷가에서 . 

일 인성실 동산교회 김장대 

월 인성실 교육 신경아 

화 인성실 관광(김소미) 김종순 

수 인성실 교육 채순자 

목 인성실   

    

*사무실  헌물 기증자   

TV, 35 인용밥솥(NEW) 장덕순 청소기, 휴지 

1 박스 

송영란 

식탁 및 의자 2 세트, 

세탁기, 부엌집기 

윤주열 의자 22 개 이기주 

의자 18 개(NEW), 

부엌집기 

정순이 침대  노아네 

냉장고, 

침대,야외탁자 

부엌집기, 전기스토브 

채순자 소파, 책상 최태진 

Chapel 실 내장공사 

(커튼,천정,전기)$1913 

김종순 커피 탁자 2 장영숙 

침구류. 실내화 인성실 플래카드 

전체(한국) 

유동렬 

피아노  최지선 커피 2 박스 크로마 하프 

잔디 깎기(NEW) 김소미 탁자 3 개(NEW) 동산 한나회 

접이 식 탁자 이금귀 전자레인지(NEW) 

청소기 

정애선 

떡 2 박스 황의범 형광등 오태선 

떡 2 박스(입금) 장지수 탁자 ($200)입금 무명(J) 

TV 다이, 신발장  김영란 냉동고 Julie 

  그 외 무명으로 기증하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식 기도 중 한 봉사자께서 이웃과 더욱 친밀할 수 있는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별칭을 

만들 것을 제안하여, 봉사자들이 한 마음으로 “Good Family Community 

(선한가족공동체)”로 하기로 하고 10월23일 공식별칭으로 등록을 마쳤다. 또한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에 따라 호주호스피스 협회 사무실 

내에 “선한가족공동체교회(Good Family Community Church)”를 설립하기 로 하였다. 

모든 사역자들이 자원봉사로 섬기는 ACC 호스피스의 “선한가족공동체 교회”는 환우와 

봉사자들의 영적인 치유와 신체적 자연치유를 위하여 공동 목회로 운영될 예정이다.

 자원봉사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쓰고 남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써,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하여 자신의 필요한 것을 

채워 나가는 역동적인 삶이다. 모든 사역자가 자원봉사로 섬기는 ACC 호스피스는 그 삶을 

이어간다.  (0430 370 191/australianhospice@gmail.com)

               <<<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하는 바닷가 걷기 수칙 >>>

1. 누가 암 환우인지 알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도우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2. 불필요한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제, 즉 종교, 정치, 지방색, 신분, 학력 그리고 과거 경력과 관련된 

대화는 피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3. 리더의 안내, 즉 행선지 선정, 진행순서, 다양한 통제 등에 절대적인 협조를 부탁합니다. 바른 

질서유지로부터 오는 즐거운 분위기는 서로를 격려하고 기쁘게 함으로 건강회복에 중요합니다.

4. 리더의 동의 없이 한 사람이 일방적인 이야기 혹은 연설, 교육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바라며, 대화 

주제로 유머, 건강 증진 방안, 건강식품, 건강 회복된 사람들의 이야기 등 생산적이고 소망적인 소재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5. 이 모임에서 서로의 호칭은 위화감을 배제하기 위하여 과거의 경력과 관련한 호칭을 피하시고 

가능하시면 회원님, 선생님, 형제님 또는 자매님 등으로 호칭 하시기를 권고합니다.

6. 옷 차림은 긴 소매와 긴 바지, 등산 모자 등을 착용하시기를 권고합니다. 피부 노출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벌레(Tick (진드기), Tarantula(독거미) 등)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7. 행선지와 보행 속도는 원칙적으로 당일 참석자 중 가장 연약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택 조절하며, 

속도의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리더는 2-3그룹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8. 음주와 흡연은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하여 금지하며, 도시락은 각자 가져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건강식으로 준비하시어 함께 나누어 드시기를 권합니다.

9. 식사 전에는 암 환우의 치유를 위한 기도와 식사 감사기도가 있으니 타 종교인의 양해를 구하며, 

건강체조 및 활동사진을 공유하오니 함께 동참하기를 권유합니다.

10. 하루의 즐거운 걷기가 되도록 노력하는 리더의 봉사에 협조하여 주시고,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자제력을 잃어 분노나 고성 혹은 유언비어로 환우와 다른 참가자들을 불편하게 하신 

참가자는 전체의 화목한 분위기를 위하여 자진하여 4주 이상 참석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가지시도록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참여에 감사 드리며 우리 모두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호주호스피스협회(ACC) 회원 일동

주 요 활 동 (Scope of ACC Activities)

  삶과 죽음이란 두 갈래 길에서 어떤 치유가 지혜로운 선택일까 갈등하며 힘들어 하는 환우의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돕고자 합니다. 환우의 신앙과 무관하게 그들이 필요하다면 저희 호스피스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는 
환우의 필요를 돕기도 하지만 할 수 있다면 환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면서 지혜로운 방향을 선택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치유의 효능을 위하여 인간을 지으신 창조원리에 의한 치유방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제로 치유되고 
있는 많은 극복자를 소개해 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을 강요하지 않으나 올바른 마음의 자세와 바른 삶이 치유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1. 암 환우와 그의 가족을 돌보고 있습니다.
   - 가능한 범위에서 통역지원, 환우와 함께하기, 다른 환우와의 상담지원, 환우와 가족을 위한 필요 돕기 등등
2. 암 환우의 치유에 도움을 드립니다.
   - 투병중인 환우나 암을 극복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드립니다.
   - 암 환우의 회복에는 심리 치유가 크게 도움이 되므로 웃음치유, 미술치유, 음악치유, 드라마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암 환우 
   와 그의 가족을 즐겁게 해 드립니다.
3. 암 환우와 그의 가정의 회복을 도와 드리며 교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있습니다.
   - 암 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를 통하여 연약한 암 환우의 건강과 그의 가정이 소망으로 회복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암 환우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바닷가 걷기를 함으로 교민사회에 교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4.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과 호주한인자원봉사자 대회 실시
   - 약한 환우를 돕는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은 성경적인 원리에 의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기법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기교육과 비정기교육으로 실시합니다.
   - 매년 호주한인자원봉사자 대회를 실시함으로 당 해에 모범적인 자원봉사자에게 시상을 하고 감사장을 수여함으로 격려와 
    축하의 시간을 갖습니다.
5. 양로원 방문 콘서트 봉사 활동과 소식지 발행
   - 매월 시드니에 위치한 Nursing Home 을 방문하며 교민뿐 아니라 타 민족들에게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며 삶의 
    소망과 용기를 북돋고 있습니다.
   - 매월 정기적으로 ‘호스피스 투데이 (Hospice Today)’란 월간 소식지를 발행하여 기부금 내역과 봉사활동을 소개합니다.
6. 임종과 장례지원 및 남은 가족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 형편에 따라 검소한 장례가 치러지도록 돕고 임종 후 남은 가족들이 속히 슬픔을 극복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We strive to meet the needs of patients who are standing at the crossroads of life and death, and help make a wise choice for a good treatment 
and healing.
1. We support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y.
   - We provide translation service counseling and other helps for the patient and their family.
2. We help with the cancer treatment.
   - We help patients meet others who are fighting with cancer or have already won.
   - Psychological treatment is a great help for the patents. Through various programs of laughter, drama and music, we help the patients stay happy.
3. We help the community be aware of health improvement.
   - The patients and volunteers (and community) walk the beach together so that the volunteers mprove their health at the same time.
4. Hospice volunteer Education and Awards Ceremony
   - Attitude helping the weak in hospice and the biblical principle of physical health improvement are encouraged through education programs.
   - The Volunteer Awards Ceremony opens once a year for the encouragement.
5. Liaising with the community 
   - We work together with the community.
   - We publish monthly magazines, “Hospice Today”. 
   - We hold annul events to give a new hope for the patients and raise a health awareness in the community.
6.We support the deathbed and funeral and the bereaved family.
   - We help look for budget conscious funerals.
   - We help the bereaved family recover and get back to norma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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