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탄절 축하 공연으로 다 함께 웃고, 새벽선물로 마음을 풍성하게 했고, 함께 식사함으로 그렇게 한 가족이 되어갑니다(선물후원:대지교회)
후원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 김장

* 아시아나“피스위버(여승무원 모임)”바자회

자원봉사자의 웃음과 후원자님의 사랑으로 버무립니다.

해마다 김해공항에서 울립니다. “피스위버”마음과 함께

2019년은 ...
* 홍○○ 상 받다
개구쟁이인줄로만 알았는데... 꿈이 늘었습니다. ㅎㅎ

따스한 한 해였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님 가정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옮기시는 발걸음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후원자님의 손을 잡는 사람들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고

* 아모레부산대특약점
아모레는 얼굴도 이쁘게 하고 마음도 이쁘게 합니다 ㅎㅎ

따스한 사람들과 차 한잔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사랑할 사람들과
그렇게 아름다운 한 해를 만드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한 해를 살아가겠습니다.

* 재부산 숙명여대 선교회
미소가 아름다우신 회원님들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

아~주 오랜 후원자님

그 옛날 사관생도가 사령관이 되셨습니다.

* 소양무지개동산원장 *

정말 기뻤습니다.

♥도움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10월1일~12월31일)
*예배인도: 황수섭목사님
*소양마운틴스(플래그풋볼)지도: 박경배감독님, 정태성코치님, 전홍덕코치님.
*소양오케스트라악기지도:지휘:구현용님/바이올린:나용성님,백주연님,김한솔님/비올라:권진주님/콘트라베이스:박양지님/플
룻:강수민님(일본어멘토)/클라리넷:권유림님,이난경님/피아노:김은영님,지혜원님(영어멘토)/플룻및바이스틱:장영옥님/성악
지도:지광윤님(독일어멘토),김태우님/기타:장정윤님/합창:곽선혜님/미술:표지현님.
* 식사 제공 - 영진돼지국밥 명지점 (월1회 아동 및 전직원 저녁 / 중식당 ‘三國志짬뽕천하’ (월1회 중식 방문 서비스)
* 정기 봉사 - Busan Children's Home Volunteering, 명호초등학교한마음회, 신호동기타동아리사랑회, 쪼코파이,
명지똥머리미용실, 오정아김성언님(수학지도), 걸스카우트부산연맹,어시스트봉사단.
* 성품을 주신 분들입니다. ▹정일식님(잠수함사령관)(던킨도너츠100개),아모레부산대특약점김명숙님(과자류19box,과일
3box,휴지점보롤2box50만원상당),구민철님(김치,과자,음료수,치즈),남명초등학교감박호순님외학부모님(후원가입),(주)한솥
(밀감3box),가덕상회(뻥튀기,계란,에그마스터쿠커),고미경님(단감20box),김상국님(강냉이,청도반건시),대승유통(연하장,샴푸
5box),베이커스245(2,033,400원상당빵),변옥주님(옷,인형등1box),빵굽는남자(330,300원상당빵),수수솔솔(여현진님샤워타올
1box),안영문님(꽁치10box),에터미김도정님,여선영님,황채민님(치약칫솔9box),우향미님(사과사과즙15box),이경미님(호박3
개),이주복님(인형4box),전성호님(BIFF티켓50매),정유경님(밀감9box),조병훈님(귤5box,사과2box,피자10판,치킨5마리),지담
이엄마(밀감3box),참좋은유치원원장님(요구르트180개,송편3set,각티슈3box,화장지20개),청기와샤브샤브(밀감6box),첼로선
생님(단감2box),코코호두화명점(100,000원상당호두),파리바게트광복롯데점(603,600원상당빵)
* 직접성금을 주신 분들입니다.
▹염기영님,부산중부노회남전도회,성도교회10여전도회,홍성덕박미나님,강서농협김태영님,배영신님,이남일정혜순님,동서남북교회,
동서남북교회7남전도회,박진아님,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주)한국회가내스,재부숙명선교회,이승준님,임범혁님,최무열님,
w휘트니스회원,김말순님,박소현님,송향아님,강미란님,이지영님,금수래님,황희정님,이미란님,박정민님,최승희님,강희진님,
조영옥님,김은이님,조유나님,조예성님,정다윤님,KB녹산공단종합금융센터
▹우체국(601179-01-000214) 성금구좌로 보내주신 분(2018년10월1일~12월31일) (괄호 안의 숫자는 횟수입니다)
이영풍님,고미경님(5),이나영님(3),의료선교회우상민님(4),최석권님(3),김은남님(2),여정임님(2),황대한님(2),황민국님(2),최
순선님(2),제5영도교회(2),조효종님(2),이현미님(2),김경섭님(2),수지기쁨의교회(2),박현정님,이재철님(2),이선주님(2),박기옥
님(2),MBC전성호님(2),글렌코아코리아(2),코밴아이러브(2),디자인문진박인재님(3),하두호님(2),강찬길님(3),김애경님,윤순이
님,공진철님(3),박성재님(3),박제이님(3),지인혜님,정득남(천가)님(3),김효은님(3),김석규님(3),박신재님(4),김병규님(3),황수섭
님(3),조용하님(3),김옥자6120님(3),전귀영님(3),일신소아과허재원님(3),이근하님(3),KNN전성호님(3),김수연님(3),엄은미님(3),
황남수님(3),신철민님(3),김세영님(3),김태호님(3),김용로님(3),임정옥님(3),황성기님(3),박인달님(3),박성달님(3),이영풍님(3),
정태성님,강다인님(3),김윤경님(3),송선애님,(주)엘상사,황예찬1812님,황예서1812님,황예은1812님,(주)골든블루,이연숙님,김
재우님,오션키즈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이화약국(2),(주)제이더블유,김일웅님,구현용님,대지교회,최석철님,안옥례님,김지현
님,이제현님,반디교육문화선교회.
▹우체국(601179-01-000182) 성금구좌로 보내주신 분(2018년10월1일~12월31일) (괄호 안의 숫자는 횟수입니다)
갈보리교회(3),창명한의원지홍식님,이재모피자김익태님(3),샬롬콰이어김일연님,박민용님(3),최무열님(3),황수섭님(3)
▹농협(821100-51-014661) 성금구좌로 보내주신 분(2018년10월1일~12월31일) (괄호 안의 숫자는 횟수입니다)
정인선님(3),김민순님(4),이태호님(4),서영호님(4),안춘희님(4),박재윤님(4),이충선님(4),박막달님(4),강기태님(4),허해남님(4),
정상정님(3),배봉희님(3),최윤석님(3),윤광환님(4),최계조님(4),임학님(3),강경일님(3),이진화님(4),우향미님(4),참밀양돼지국밥,
김묘순님(3),박화기님(3),박재호님(4),조동진님(3),집밥오은진님(3),최병우님(3),정일식님(3),울산배현주2님(3),김근화님(3),강
경훈님(3),이창용님(3),김나영님(3),박주득님(3),이점심님(3),최종대님(3),김도생님(3),원은송님(3),원용성님(3),박상현님(3),허
정록님(3),유선주님(3),조성국님(3),박종철님(3),이다흥님(3),김진성님(3),백민우님(3),임지영님(3),김영미님(3),구강희님(3),류
춘옥님(3),이성일님(3),이경희님(3),이수석님(3),김형욱님(3),정규진님(3),최인혜님(3),노영란님(3),김영신님(3),이정선님(3),강
기윤님(3),이시훈님(3),박현진님(3),김미영님(3),구숙희님(3),구모진님(3),김홍곤님(3),고명순님(3),박미숙님(3),이명희님(3),박
혜자님(3),합창단최지훈님(3),이승학돈까스(2),최해진님(2),최부성님(3),유동호님(3),김해사랑교회(3),김기웅님(3),김철우님(3),
이진오님(2),이선희님(3),김정혜님(3),최헌무님(3),김명선님(3),권혜령님(3),송명수님(3),황선길님(3),고영호님(3),노정하님(3),
고현교회(3),박승훈님(3),박정훈님(3),김복자님(3),안순연님(3),크린산업채병국님(3),이서윤님(3),구남교회(3),김종배님(2),권수
현님(3),김포열린교회(3),김태영님(3),대저농협신성현님(3),이시윤님,김미령님,김경숙님.
▹국민은행(법인통장 813001-04-037432)으로 보내주신 분(2018년10월1일~12월31일) (괄호 안의 숫자는 횟수입니다)
김현애님(3),예수비전교회,(3)가희건우님(3),(사)국제골든벨총재박검수님(3),허연미님(3),손소희님(3),함다예님(3),함서영님
(3),이형진님(3),김현지님(3),이상규님(3),조병훈님(3),김민님(3),김정규님(3),담안교회(3),2남전도회.
(주)동산금형(3)(장운기님,김갑준님,김혜숙님,최태열님,김선춘님,한옥진님,백인권님,양영열님,김태열님,이민우님,장승현님,전
상춘님,천도근님,임송화님,이성희님,권재혁님,박진수님,김현일님,지정우님,양원영님,유재경님,손영진님)
▹KEB하나은행 (구.외환은행630-006547-405)으로 보내주신 분(2018년10월1일~12월31일) (괄호 안의 숫자는 횟수입니다)
허무량님(4),손기석님(창안)(2),지태일님(3),최우리님(3),김정숙님(미국LA한인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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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46년4월20일

소양
제838♥2019년1월7일

친애하는 후원자님!
안녕하십니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지나고
2019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하게 되며
그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고
그 기대감으로 한 주간을 지내고 한달을 또
일년을 고마움으로 마무리 하게 되는
힘이 되어 집니다.
후원자님!
2019년 소양동산의 표어는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늘 새롭게”
(데살로니가전서 5:16~18절 말씀 중)로
정했습니다.

12월

작은 일에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후원자님들의 끊이지 않는 중보기도로

www.lovesoyang.org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놀라운 사람으로 자라남을 보게 되기를

우편번호     
부산광역시 강서구 동선길
369 (가덕도)
☎051-971-7003,7004
Fax 051-971-7504

소양무지개동산

기대합니다.
후원자님!
올 한해도 받은 복 많이 누리시고 주안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soyang0191@hanmail.net

= 가덕도 산골짝에서 林晶玉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