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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호스피스 콘서트
(Concert/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2017.8.14)/

 
제5차 SICA/제1차 ACC 정기총회 후 식사

( 2017.8.12 )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사야 38:16~17)
Lord, by such things men live; and my spirit finds life in them too. You restored me to health and let me 
live. Surely it was for my benefit that I suffered such anguish. In your love you kept me from the pit of 
destruction; you have pu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Isaiah 38:16~17)

월간  통권 1호
(Vol.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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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시드니호스피스회(SICA) 정기총회 및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과

제5차 시드니호스피스회
(SICA) 정기총회 및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과

ACC/SICA 호스피스 활동

회계 자료

2017년 8월 14일에 Marrickville 에 

있는 너싱 홈에서 콘서트를 가졌다. 

색소폰 연주를 시작으로 기타와 하프

연주까지 천상의 향년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너싱홈 환우에게는 나눔의 

한마당이었으며 호스피스 봉사자들

에게는 기쁨의 코이노니아 현장이었

다. 한국 교민은 한 분도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눈

빛으로 하나가 되었다. 2017년 8월 12

일 제5차 시드니호스피스회(SICA) 

정기총회 및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

(ACC) 정기총회를 가지고 모든 출석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결의서에 

동의서명을 하고 식사를 나누었다. 

1.개요: 일시: 2017년 8월 12일 15시 
장소: 지노스 식당 (A, The Boulevarde, Strathfield, Sydney NSW)
2.총회 인원 점검: 총 정회원 58명 (출석:41명)
3. 회계보고: 
시드니호스피스회(SICA)/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관 22조에 의하여 2016
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회계감사 및 일반 행정 감사를 정부 
규정에 의거하여 회계 기록을 포함하여 필요한 모든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회계장부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명료하게 잘 기록되고 표시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암 환우를 돕는데 
경제적으로 운영하여 경비절감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확인 함.
 SICA 금년도 총수입: $32305.20
 SICA 금년도 지출: $30279.69        잔액: $2025.51
 ACC 금년도 수입:  $9239.85
 ACC 금년도 지출:  $7888             잔액: $1351.85
4. 총회의결 내용:
   (1) 시드니호스피스회(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SICA, 
   ABN 87 157 916 417)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쇄하기로 하고, 폐쇄의 
   시기와 방법 및 모든 절차는 Committee 에 위임하기로 함.
   (2) 시드니호스피스회(SICA)의 집기들은 폐기 처분하기로 하고, 단 암환우 
   및 말기 환우를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에 필요한 비품(예, 주열치료기, 
   온열항아리, 등)과 SICA 은행잔고는 정관5조1항(해산)에 따라 호주 
   호스피스협회(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에 기증 함.
   (3) “시드니호스피스회”를 호주정부 저작권 관리청에 상표로 등록 하고, 
   상표등록을 마친 후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허락 없이는 “시드니
   호스피스회” 혹은 “시드니호스피스회(SICA)” 라는 명칭 및 그와 비슷한 
   명칭을 누구도 사용하지 못함. 본 총회 이후 ACC/SICA 호스피스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호스피스”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암 환우 및 말기 환우
   를 돌보는 정상적인 호스피스 활동과 한인교민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엄중히 대처하기로 함. 
   (4) 새로운 시드니호스피스회의 설립 및 영어명칭문제는 Committee에 
   일임 함.
   (5)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연혁은 2015년 8월 8일 총회(김장대 대표 
   신임)를 시작으로 하고, 2015년 8월 8일 이후부터 “호주호스피스협회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가 ACNC에 
   등록된 2016년 8월3일까지의 “시드니호스피스회(SICA)”의 모든 결의 및 
   행사(대구동산병원 호스피스회 및 부산복음병원 호스피스회와의 MOU, 
   콘서트 행사 및 총회결의 등)는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연혁에 
   귀속시킴.
   (6) "Committee"의 한글명칭을 “상임운영이사회”로 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 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
 사무총장(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 (Audit): 조철호
   (7) 소식지 “호스피스 투데이(Hospice Today)”는 2017년 8월호(150호)를 
   “월간소식지 1권”으로 정리하고, 2017년 9월호를 “월간·통권 1호 (Vol. 
   NO.1)”로 새롭게 시작 함.
5. 기타안건: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DGR 지위가 완성됨으로 인하여 
모든 호스피스 후원구좌를 ACC 구좌로 통일하도록 함.
6. 폐회: 이상으로 총회 의결서에 출석회원 전원 동의서명하고, 제5차 SICA 
정기총회 및 제1차 ACC 정기총회를 마치니 오후 4시가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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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호스피스 콘서트에서 경청하는 봉사자와 
환우의 모습

위 총회 의결서에 동의합니다. 

(총회 정회원 출석자 41명 전원 동의 서명)

호주호스피스협회(ACC)/시드니호스피스회(SICA) 

대표 (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 목사 외 

총회회원 일동

(호주호스피스협회(ACC)/시드니호스피스회(SICA)는 

교민사회의 작은 빛으로 암 환우를 돕고 교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모든 사역자들이 자원봉사자로 활동합니다.)

<제 3 기 한ㆍ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생 모집 공고>
호주호스피스협회(ACC)의 너싱홈 방문 다문화사역이 
활성화됨에 따라 호스피스 사역을 정착 및 확대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1기 순회원목 자원봉사자 및  제3기 한ㆍ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ㆍ지원자격: 자원봉사자: 암환우를 사랑하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
   순회원목 자원봉사자: 정규 신학과정을 마치신 분으로 환우 돌보는 사역에 특별한 재능과 관심이 있으신 
   전도사 혹은 목사이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
ㆍ모집기간: 2017년 8월1일~9월15일
ㆍ모집인원: 자원봉사지원자 : 30명(선착순)  
                순회원목 자원봉사자:  0명(추가 제출 서류: 신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ㆍ등록비: 무료 (무료 간식제공, 교재비 별도)
ㆍ교육기간: 2017년 9월 25일~9월 29일(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ㆍ교육장소: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ㆍ특별혜택: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 중에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1개월간 인턴과정을    
   마치고 Verification of Voluntary Work를 Centrelink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지원 방법: 지원서류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 연수교육 지원서,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서약서,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이메일(australianhospice@gmail.com)로 
   보내시든지 혹은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김장대 대표)

<회원자격 규정>
1. 정회원: 회원가입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기간 내 납부한 사람으로 Committee의 입회 승인을 받은 사람
2. 임시회원: 
   1) 총회소집 후 (총회일 2~3주 전)에 회원가입한 사람
   2) 혹은 회원가입 후 3개월 이내의 월회비가 미납된 사람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
3. 준회원: 회원가입하고 호스피스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기부금으로 후원하는 단체의 대표 혹은 개인 후원자
4. 비회원: 
   1) 회원가입 후 3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된 사람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
   2) 혹은 회원 가입하지 않고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계속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3) 또는 회원 가입하지 않고 암 환우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기도명단에 있는 사람
   4) 회원가입 및 월회비는 납부하였으나 Committee의 결의에 의해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

l  정회원은 총회에 참여하고 결의에 동참할 수 있다.
l  임시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발언과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l  비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편집실_호주호스피스협회



The 5th 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 (SICA) General Assembly
& The 1st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 (ACC) 
General Meeting Announcement
1. Summary:
    Date and Time: 3:00 pm, 12th of August 2017
    Place: Zino’s Restaurant, A, The Boulevarde, Strathfield Sydney NSW
2. Attendance: 41 attended out of total 58 members who were expected
3. Accounting Repor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rticle 22 of the Sydney Hospice (SICA) / Australian Hospice (ACC), from    
   1 July 2016 to 30 June 2018, audits and general administrative audits were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government regulations, as a result of the audit, we confirmed that we followed government regulations. We 
   also managed to save a little bit of money after our expenses of cancer treatments for patience despite the 
   difficult financial situation.
    SICA Total earnings this year: $32305.20
 SICA Expenses this Year: $30279.69
 Balance: $2025.51
4. Decision of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General Assembly)
   (1) The Sydney Institute of Cancer Incorporated (SICA, ABN 87 157 916 417) will be closed due to 
   unavoidable reasons, and the time, method and all procedures for closure will be delegated to the Committee.
   (2) The fixtures of the Sydney Hospice (SICA) shall be disposed of and the equipment necessary for hospice 
   activities (eg, heat therapy apparatus, hot tub, etc.) donated to th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rticle 5 paragraph 1 (dissolution).
   (3) The establishment of a new Sydney Hospice and the issue of the name in English will be settled by the 
   Committee.
   (4)The history of th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 begins with the General 
    Assembly on the 8th of August, 2015.
   (5)The name "Hangul" of the "Committee" shall be the "Standing Operating Board" and the name and officers 
   of the Hangul shall be determined as follows.
 Chairperson / Public Officer: Kim Jang Dae
 Treasurer: Song, Jung hee
 The Secretary: Sung, Soon Ja
 Cooperation Secretary General and Audit: Cho, Chul Ho
   (6)The newsletter "Hospice Today" will be ended in August 2017 (issue 150) as "Monthly Newsletter 1" and 
   September 2017 issue will be revised as “Hospice Today” "Monthly · Volume 1” (Vol.1 started)
5. Other items: Accomplishment of the DGR status of th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
    rated (ACC) to ensure that all hospice support bank accounts are unified into ACC accounts.
6. Closing: As a result of signing all of the members present at the General Assembly 's meeting, the 5th 
    SICA General Assembly and the 1st ACC General Assembly were concluded at 4PM.

I agree with the resolution of the General Assembly above.
(41 members of the general meeting)

The Australian Hospice Association (ACC)/ Sydney Hospice Association (SICA)
Representative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David) Kim

(All members of ACC/SICA are volunteers for ministry to help patients with cancer by the small 
light of the Korean community.)

좌) 암 환우와 함께 바닷가 걷기에서 
맛있는 비빔밥을 나누고 한 가락을 
부르는 회원
(Hospice members eating Bibimbab, 
2017 7 29)
우) 2017년 7월 29일 – 맛있는 철판 
비빔밥을 먹고 한컷 (After eating 
Bibimbab hospice volunteers were 
gather together.)

ACC Earnings this year: $9239.85
ACC Expenses this year: $7888
Balance: $13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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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017 1th ACC General Meeting of Members (Zino’s Korean Restaurant, 3pm)
12/8/2017. 13th Hospice Concert (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10/7/2017. 12th Hospice Concert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12/6/2017. Chairperson/Public Officer Rev Jang Dae, Kim signed agreements (MOU) with Anyang 
Sam Hospital
5/6/2017. 11th Hospice Concert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Recruitment of the third hospice volunteer training student]
Visiting the Nursing Home of the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 as the multicultural ministry is 
activated, we will recruit the first Volunteer Visiting Chaplains of pastoral care and the third hospice volunteer trainees.
Qualifications: --
   Volunteers: Deal and manage with cancer patients and their families and agrees with the ACC beliefs
   Volunteer Visiting Chaplains: Those who were a pastor and completed a regular theological program and agrees with
   the intentions of the ACC
   Application period: August 1st, 2017 to September 15th 2017
   Maximum applicants accepted: 30 under the first come first serve basis.
   (http://www.sydneyhospice.com.au - Donation reference)
   Volunteer Visiting Chaplains: 1-9 (additional documents required: seminar graduation and transcript)
   Registration fee: Free (Free snacks and textbooks included)
   Duration: September 25- September 29
   Location: Main Office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subject to change)
   Special Offer: If you are 55 years of age or older and you are a permanent resident or a citizen, you may 
   complete your internship for one month and apply for a Verification of Voluntary Work to Centrelink.
   Contact: 0430 370 191 / 0416 758 272 (Pastor Kim Jang Dae)

ACC / SICA Membership Criteria: (Article 8 Membership Regulations)
   1.Full member: A person who is a member and has paid a certain amount of monthly membership fee during the 
   period, and has been approved for membership by the Committee.
   2.Temporary members:
      1) Person joining as a member at 2-3 weeks before the general meeting of members.
      2) A person whose monthly membership fee has not yet been paid within 3months of membership
   3.Associate Membership: Representative of an organisation that does not participate directly in Hospice activities, 
   but is sponsors with donations or personal sponsor.
   4.Non-member:
      1) Anyone whose membership has been suspend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2) Does not become a member, but agrees to the intent of the plenary session and continue to participate in Hospice activities
      3) Does not sign up but agrees to the intent of the intent of the plenary meeting for the cancer patient.
      4) Is a member but has his or her membership suspended by the committee.
*Full members can participate in resolutions and participate in the General Assembly.
*Temporary Members and Associate Members may participate in the General Assembly but cannot participate in any remarks or resolutions.
*Non-members are not allowed to attend the General Assembly



2017.6.12   
2017.6.5    
              (Columbia Aged Care, Strathfield)

후원계좌명(Account Name):

68-612-2677

안양 샘 병원과 호주 호스피스 협회(ACC) 와 협약체결 (MOU)

2017.7.10    
              (Jesmond Aged Care, Strathfield)

이전 연혁은 홈페이지 참조

2017.7.14
2017.7.12

제13차 ACC-SICA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Uniting Thomas 
Roseby Lodge, Marricville) 
제5차 시드니호스피스회(SICA) 정기총회 및 제1차 
호주호스피스협회(ACC) 정기총회
결의사항: 
시드니호스피스회(Sydney Institute of Cancer Aid Incorporated, 
SICA, ABN 87 157 916 417)를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쇄하기로 
하고, 폐쇄의 시기와 방법 및 모든 절차는 Committee 에 위임
하기로 함. 시드니호스피스회(SICA)의 집기들은 폐기처분하기
로 하고, 단 암환우 및 말기 환우를 돌보는 호스피스 활동에 
필요한 비품(예, 주열치료기, 온열항아리, 등)과 SICA 은행
잔고는 정관5조1항(해산)에 따라 호주 호스피스협회
(Australian Association of Cancer Care Incorporated, ACC)에 
기증 함."Committee"의 한글명칭을 “상임운영이사회”로하고, 
그 구성원의 직위에 대한 한글 명칭과 임원은 아래와 같이 
정함. 대표(Chairperson/Public Officer): 김장대사무총장
(Treasurer): 송정희 부대표(Secretary): 성순자 협동사무총장 
및 감사 (Audit): 조철호

암환우의 필요를 도와 드립니다

드라마 치료 자원봉사자 모집

안양 샘 병원 (한국 기독교 의료선교의 요람 - “질병을 
치유하지 말고 사람을 치유하라” “못 고칠 질병은 없다. 
다만 못 고칠 사람이 있을 뿐이다")

ACC/SICA 호스피스와 해외협력기관

암환우와 그의 가족과 함께 바닷가 걷기

제3기 한호 자원봉사자 연수교육생 모집
모집일시: 2017년8월1일~9월15일
교육일시: 2017년9월25일~29일
장소: 본회사무실(변경가능)

Baptist Care, Shalom Centre, 
159-165 Balaclava Rd, Macquarie Park NSW 2113
2017년 9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제14차 호스피스 ‘찾아가는 음악회’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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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는, *소변을 자주 본다 *소변 줄기가 약하다 *소변볼 때 힘이 
주어진다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소변 후 잔뇨감이 있다 *소변 후 한두 방울씩 
떨어진다 *소변 보다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야간에 소변 보기 위해 잠을 자주 깬다 
*소변시 혈노가 나오기도 한다. 만약 체질이 소양인이 확실하다면, 토양 체질을 
검색하여 식단을 하면 됩니다. 소금을 식성 것 먹어야 하며, 맹물보다는 물에 소금을 
연하게 타서 먹어야 좋습니다. 매운 음식(김치 등)이나 뜨거운 음식(찌개나 술 등)은 
해로우며 될 수 있으면 생 야채나 차거운 음식이 좋음, 수영이나 냉수마찰은 해롭고, 
보리(압맥)를 한줌씩 먹어도 좋으며 보리차나 녹차 영지차가 좋습니다, 한약은 
육미지황탕이 좋습니다. 맥주도 적당히 마시면 좋고 비타민이도 좋고, 구기자 산수유 
복분자도 좋음, 이 정도만 지키면 해결됩니다. 카리토는 일반의약품으로 카리토가 
있는데, 장기복용의 안전성 면에서도 입증이 된 바 있습니다. 배뇨곤란 증상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호박씨에서 그 성분들을 추출하여 만든 식물성분의 
약품이라 부작용의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ㆍ지원자격: 자원봉사자: 암환우를 사랑하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
   순회원목 자원봉사자: 정규 신학과정을 마치신 분으로 환우 돌보는 사역에 특별한 재능과 관심이 있으신 
   전도사 혹은 목사이며,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
ㆍ모집기간: 2017년 8월1일~9월15일
ㆍ모집인원: 자원봉사지원자 : 30명(선착순)  
                순회원목 자원봉사자:  0명(추가 제출 서류: 신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ㆍ등록비: 무료 (무료 간식제공, 교재비 별도)
ㆍ교육기간: 2017년 9월 25일~9월 29일(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ㆍ교육장소: St Phillips Anglican Church, 29 Clanalpine St. Eastwood, NSW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ㆍ특별혜택: 본 교육과정을 수료한 분 중에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경우, 1개월간 인턴과정을    
   마치고 Verification of Voluntary Work를 Centrelink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ㆍ지원 방법: 지원서류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 연수교육 지원서,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서약서, 제3기 한호 호스피스 자원봉사 신청서)를 다운 받으셔서 이메일(australianhospice@gmail.com)로 
   보내시든지 혹은 월요일 오전 10시 본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락처: 0430 370 191/0416 758 272 (김장대 대표)

<회원자격 규정>
1. 정회원: 회원가입하고 일정액의 회비를 기간 내 납부한 사람으로 Committee의 입회 승인을 받은 사람
2. 임시회원: 
   1) 총회소집 후 (총회일 2~3주 전)에 회원가입한 사람
   2) 혹은 회원가입 후 3개월 이내의 월회비가 미납된 사람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
3. 준회원: 회원가입하고 호스피스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기부금으로 후원하는 단체의 대표 혹은 개인 후원자
4. 비회원: 
   1) 회원가입 후 3개월 이상 회비가 미납된 사람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
   2) 혹은 회원 가입하지 않고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계속 호스피스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3) 또는 회원 가입하지 않고 암 환우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기도명단에 있는 사람
   4) 회원가입 및 월회비는 납부하였으나 Committee의 결의에 의해 회원자격이 정지된 사람

l  정회원은 총회에 참여하고 결의에 동참할 수 있다.
l  임시회원 및 준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나 발언과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
l  비회원은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ACC 회계자료   ( 7 / 2017) 

수입 지출 

이름 금액 항목 항목 금액 비고 
In Hee Lee 20 MEMBERSHIP FEE 통신비 69.35  

Soon Do Yaung 50 Dona�on 인쇄 홍보 비 430.5  

Chang Keun Lee. Ji Haeng Lee 100 Dona�on 차량유지비 41  

Heang Ja Han 50 Dona�on 관리비 110  

Kwang Ho Lee 60 MEMBERSHIP FEE 식대 및 부식비 71.3  

Jeung Bun Kang 50 Dona�on 경조비 0  

C 300 Dona�on 행사 및 세미나 162  

Jangdae Kim 110 MEMBERSHIP FEE 사무용품 0  

SoonJa Sung 110 MEMBERSHIP FEE 회계사. 변호사 0  

Elhis Kim 10 MEMBERSHIP FEE 보험료 0  

Sarang Kim 10 MEMBERSHIP FEE water 0  
Mea Sil Jun 100 Dona�on First aid 0  
J.M. Jeong 10 MEMBERSHIP FEE 지출 Total 884.15  

K .Y. Jeong 10 MEMBERSHIP FEE    
Seong Mee Lee 20 MEMBERSHIP FEE    

Sung Taek   Yoon 20 MEMBERSHIP FEE    
Han Na No 50 MEMBERSHIP FEE    

Moon Sung Lim 60 MEMBERSHIP FEE    
Jung Ok Jang 50 MEMBERSHIP FEE    

Young Do Byun 50 MEMBERSHIP FEE    
Kyung Tae Kim 10 MEMBERSHIP FEE    
Yun Sook Kim 10 MEMBERSHIP FEE    

Kwang Kook Kim 10 MEMBERSHIP FEE    
So Mee Kim 50 Dona�on    

김미예  DEPOSIT EASTWOOD 320 Dona�on& MEMBERSHIP FEE    

수입 Total 1640     

*Sica nab sydneylightandsalt 6/07/2017 300 Dona�on    



HOSPIC
•

9월의 여유있는 삶
제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의 이슬로 사라졌다. 병력이 부족하고 또 졸지에 일어난 
전쟁이었기 때문에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은 영장을 받은 후 큰 도시로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다. 당시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 장정들을 태운 기차는 주로 밤늦게 떠났다. 그러므로 워싱턴에도 밤마다 유니온 
기차 정거장에는 수백 명의 장정들이 몰려들었고 국민들이 나와서 그들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 
가운데 밤마다, 밤늦게까지 다리를 절면서 뜨거운 코코아 잔을 쟁반에 들고 젊은 장정들에게 봉사를 한 사람이 
있었다. 어떤 때는 임시로 마련된 주방에서 코코아를 끓이기도 했다. 어느 장정 하나가 그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니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대통령이었다. 각하,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니십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육체적으로 자유스러운 사람이 아니었다. 육체의 불편을 무릅쓰고 밤마다 기차 정거장에 나와 기차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들고 다니며 봉사했다. 대통령이 친히 기차 정거장에 나와서 따라주는 코코아를 마신 
청년들의 사기는 대단했다. -프랭클린 D. 루즈벨트 (Franklin D. Roosevelt 제 32대, 1933-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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