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 - 

 

순 서 

 

1. 찬 양 인도 박찬영 목사 
 

2. 설 교 황병호 목사 

 오한협 총무 · 하늘샘교회 
 

3. 설명회 발표자  
 

1) 2020년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 문홍규 목사 

 원처치 뉴질랜드 대표 
 

2) 뉴질랜드 심각한 홈리스 현황 ···················································································· 이익형 간사 

 나눔공동체 낮은마음 대표 
 

3) 성소수자 운동의 확산 ········································································································ 문홍규 목사 

 원처치 뉴질랜드 대표 
 

4) 안락사 및 낙태 법안 문제 ························································································ 윤미리 선교사 

 프레이어투게더 대표 
 

5) 사이비 이단의 활동사항 ·································································································· 문홍규 목사 

 원처치 뉴질랜드 대표 
 

6) 무슬림 등 타종교 현황 및 선교 ··············································································· 이홍규 목사 

 인터서브NZ 교회협력 대표 
 

7) 공립학교 성경수업의 존폐 위기 ·············································································· 문홍규 목사 

 원처치 뉴질랜드 대표 
 

4. 광 고 사회자 
 

5. 헌 금 다함께 
 

6. 마침 기도 신현성 목사 

 KPCA 노회장 · 섬김의교회 

 

문의: 낮은마음: 이익형 간사 027-410-3600 · 원처치 문홍규 목사 021-479-449 

 인터서브NZ 이홍규 목사 021-153-8190 · 프레이어투게더 윤미리 선교사 027-460-2456 



- 3 - 

1. 2020년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A. 세계 마약 지도 

- “세계에서 가장 마약에 찌든 나라 1위 뉴질랜드” 

- 100만명 당 1만 4392명 중독/오남용으로 치료 (6만 7천명 이상) 
 

 
 

B. 불법 대마초 재배 적발 

- 비치헤븐, 서니베일, 헨더슨, 매시, 알바니, 오클랜드 중심부 

10곳 이상, 수천달러 재배 중인 대마 1000그루 발견 

헨더슨 View Rd – 대마 800그루 발견 

한 곳에서만 하루 100명 이상이 대마초 구입 

- 2018년 지역별 대마초 적발 현황 (지도) 

2018년 한해, 경찰 5만 그루 이상의 대마초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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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마초 국민투표 실시 확정 

- 작년 12월, 2020년 오락용/기호용 대마초 국민투표 실시 확정 

- 2020년 총선에 맞춰서 국민투표 진행 

- 법적 구속력이 있는 찬반 국민투표 

- 질문 구체화 되지 않음 

 

D. 의약용 대마초 관련 

-  2017년 의료용 대마 의사 처방 가능 

- 2018년 약물 오남용법 개정안 3차 독회 통과 (왕실 재가 후 발효) 

임종 앞둔 말기 환자, 불법 대마 제품 사용 법적 방어권 행사 가능 

12개월 미만의 말기 환자  통증 완화 필요한 모든 환자 대상으로 변경 

뉴질랜드에서 재배한 대마초로 의약품 생산 가능 

불법 대마 재배자들 

- 올해 1월, 더 강력한 대마 품종 수입 허가 받음 

- 의약용 대마초는, 대마초 합법화로 가는 전 단계 

 

E.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 왜 할까? 

1) 노동당, 녹색당과의 연정 협약 

2) 높은 국민 여론 

2016년 NZ마약재단 설문조사 – 64% 지지, 34% 반대 

매시대학교 설문조사 결과 - 76% 합법화 지지 

2017년 1News 조사 - 찬성 47% 반대 41% 

 

F. 합법화 주장의 근거  

- 범죄화로 대마초 유통 규제 안된다 

- 마약재단: 2억 4천만 달러 세수입 가능 

- 기회당: 매년 50억 달러 세금 가능 

- 국민의 건강 보다 세수입에 더 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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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대마초 합법화의 결과 

- 청소년 및 어린이들의 대마초에 대한 인식 변화 

“대마초는 약이다” 광고판 (Helius Therapeutics) 

-  미국 콜로라도 주 대마초 합법화 이후 교통사고 사망 사건 증가 

- 대마초 흡연, 정신건강 이상, 학습 부진, 우울증, 정신 분열, 자살률 높일 수 

- “한번의 대마초 흡연도 청소년들의 뇌에 변화를 일으킨다” 연구 결과  

 

H. 대마초 합법화 반대 관련 

- 뉴질랜드 의학 협회 – “대마성분 환자 상태 돕는다” 불신 

- 뉴질랜드 경찰협회 – “대마초 합법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유명 방송인 던컨 가너(TV3 시사프로그램 진행자)  

- 오타고 대학 연구원들 – “대마초 생각보다 훨씬 위험해” 경고 

학업 지연, 수당 의존성, 정신 질환 증가, 중증 우울증, 교통사고 증가, 담배 흡연 

증가, 불법 마약 사용 증가, 호흡 장애와 연관성이 있음 

 

I. 기타 마약 문제 

- 합성 대마초: 어떤 달에 10명이 합성대마초로 사망 

- 일명 히로뽕/필로폰: 메스암페타민, 대마초보다 더 구하기 쉽다 

 

J. 뉴질랜드 대마초 반대 웹사이트  

http://saynopetodope.org.nz/ 

 

 

K. 기도 나눔 

1) 대마초 합법화 국민투표가 통과되지 않도록 

2) 대마초의 심각한 유해성이 뉴질랜드 국민들에게 온전히 알려지도록 

3) 뉴질랜드의 크리스천들이 대마초 합법화에 강하게 반대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4) 뉴질랜드를 지배하고 있는 쾌락주의의 죄악이 떠나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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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뉴질랜드 심각한 홈리스 현황 
 

A. 뉴질랜드의 사회적 약자 

1) 경제적 측면: 기본 주거비의 국가 부담, 주거 환경 불안 

2) 민족적 측면: 부족, 가족 공동체 분열 

3) 사회적 측면: 

- 범죄 관련성 증가  

   인구의 15% 마오리, 전체 범죄의 75% 차지(BoP, 2015) 

   수감자의 65%->51% 이상)  

- 안정적 직업 확보의 어려움 

4) 정치적 측면:  

피식민지배의 경험  민족 정체성의 유지 어려움 

부족 하층민의 빈민화 
 

B. 주거 불안, 취약층 

1) 과밀 주거 형태 

- 오클랜드 서부 및 남부지역 집중 

- 3 베드 하우스 -> 10인 이상 (20인) 거주 

- 게러지 거주 

2) 임시주거 형태 

- 캐라밴 빌리지 거주 (라누이, 타카니니, 오타후후, 맹게레 등) 

- Lodge(Motel) 형태 거주 

- Social Housing(?) 

3) 노숙 

- City Centre 및 각 지역 

- 서부의 경우 라누이, 헨더슨 뉴린 그리고 아본데일 등 지역 단위 분포 

 

C. 노숙인 현황 

1) 최근 조사 자료 (Sep 2018) 

- On the Street: Approx 800 

- Temporary housing: approx 3,000 

- 과밀 주거 형태 포함 : 23,000 

2) 원인 

- 가족으로 부터 이른 분리 (마약, 폭력 및 기타 유해환경의 이른 노출) 

- 정신적 고통 (심리 자활 치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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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 사회 구조적 원인 (2014년부터 급증) 

 

D. 대안 

1) 사회적 접근 (정부) 

- 주거환경 개선 및 공급 확대 

- 의료 접근성 확대 

- 마약 단속 및 치료 

2) 사회적 접근 (비정부, 교회) 

- 심리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자활 사업 시행 

- 범죄 유발 가능 요인 해소 (음식 공급 등) 

- “우리 사회” 라는 공동체 의식 필요 

- 소외의 경계에서 정상적 사회 구성원으로 회귀를 위한 중간재 역할 

 

E. 기도 나눔 

1) 노숙인의 경제적 가난이 그들의 영적 가난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위해  

(가난한 이웃의 영적 각성을 위해) 

2) 이민자 교회로서의 한인 교회들이 우리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에 새로

운 관점을 갖길 바라며 

3) 정부의 정책이 표면적, 성과적 목표를 지나 한 생명의 소중함을 위한 정책이 수

립 되어지길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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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소수자(동성애) 운동의 확산 

 

A. 뉴질랜드 성소수자 인구 

2016년도 인구조사 결과 

이성애자 94.2% /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2.6% / 양성애자(bisexual) 1.8% 

바이큐리어스(bi-curious) 0.5% / 범성애자(pansexual) 0.3% 

2012년도 중고등학생 대상 설문 조사 

92% 이성에게 끌림 / 4% 동성 혹은 양성에게 끌림 / 트랜스젠더 1% 

 

B. 동성 결혼 현황 

- 동성 커플 결혼 건수: 2013년 147건  2017년 960건 

- “뉴질랜드로 도피하는 아시아 동성애자들 늘고 있다” 기사 

- “뉴질랜드는 동성애자들의 메카, 천국과 같다” 

 

C. 성전환 수술 세금 지원 

- 과거 국민당 정부: 성전환 수술 남성 최대 3건, 여성 최대 1건 지원 

- 현재 노동당 정부: 성전환 수술 남성 최소 3건, 여성 최소 1건 지원 

- 남성의 여성화 수술비: 평균 $53,382 

- 여성의 남성화 수술비: 평균 $45,169~$525,034  

- 큐리아 마켓 리서치 설문조사: 63% 세금 지원 반대 / 27% 지지 

 

D. 기관 단체들의 등록 양식 변경 

1) 오타고 대학  

- 작년 입학 신청서: 성별란 ‘X’(불확정) 

- 올해 입학 신청서: 성 다양성(Gender Diverse) 추가 

트랜스젠더 남성, 트랜스젠더 여성,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 

 

2) 에어 뉴질랜드 

- 현재 남/녀 선택 필수 아님 

- 호칭 선택, 필수 사항 

- “다양성과 포용”위해 ‘제3의 성’ 등 추가 계획 

 

3) 정부 기관 양식 

- 트레이시 마틴 내무장관: 출생 사망 혼인관계 등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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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구분: 남성, 여성, 간성(intersex), X(불특정) 

- 성별 변경 신청 간소화 

- 변호사, 법원서기, 공증인 등 앞에서 작성하는 법정 신고서로 가능 

- 뉴질랜드, 세계 최초 국회의사당에 인터섹스 깃발 게양 

 

E. 동성애 전환치료(Homosexual conversion therapy) 

1) TVNZ 1NEWS, 동성애 전환 치료 비난 (2018년 6월) 

동성애자 짐 마조림, “뉴질랜드 대부분 교회 전환치료 담당자 있다” 주장 

“동성애자들이 전환 치료를 스스로 요구해도 이는 옳지 않다” 주장 

2) 청소년 담당 사역자 라이언 커랜 

3) 동성애 전환치료 금지 서명운동, 2만명 탄원서 국회 제출 

4) 인권위원회, 전환치료 금지 움직임 지지 

 

F. 성공회 이슈 

1) 뉴질랜드 최초 성공회 동성애자 신부 탄생 (2018년 7월) 

뉴질랜드 감리교, 2004년부터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2) 2018년 5월, 동성 결혼 주례(blessing) 허용안 통과 (교단법 인정 최초) 

3) 성공회 교회에서 동성 결혼식을 거행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 

4) 거센 후폭풍: 많은 교회의 분열과 목회자들 사임 

 

G.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뉴질랜드 교회들 

1) 다이버스처치 뉴질랜드(Diverse Church NZ) 네트워크 

2) 총 22개 교회 소개 (Affirming Church: 동성커플/동성결혼 인정, 봉사/직책 가능, 

성경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교회들) 

3) 오클랜드: ST PETER’S ONEHUNGA PITT / STREET METHODIST CHURCH / ALL SAINTS 

PONSONBY / ALL SAINTS HOWICK / ST ALBANS REMUERA / COMMUNITY OF SAINT 

LUKE / CITY SIDE BAPTIST / ST LUKES MOUNT ALBERT / ST MATTHEWS IN THE CITY / 

PONSONBY BAPTIST / CHURCH IN PROGRESS MCC / AUCKLAND RAINBOW 

COMMUNITY CHURCH 크라이스트처치: ALL SOULS MERIVALE / ST MICHAEL 

AND ALL ANGELS / ST. NINIAN’S / KNOX CHURCH 더니든: ST. MARTIN’S 

CHURCH / ALL SAINTS NORTH DUNEDIN 해밀턴: THE WAIKATO CATHEDRAL 

CHURCH OF ST PETER 노스랜드: KAEO-KERIKERI UNION PARISH 웰링턴: ST. 

PETERS ON WILLIS / ST. ANDREW’S ON THE TER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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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뉴질랜드 퀴어축제, 프라이드 퍼레이드 

1) 프라이드 페스티벌 (2013년부터 매년 개최) 

2) 기업 후원 – 스카이시티, BNZ, 보다폰, 스파크 등 

3) 2019 프라이드 퍼레이드 

- 제복입은 경찰관 참가 금지 논란, 후원사들 취소 

- 후원 부족으로 퍼레이드 등 취소 

- #OurMarch, 전환치료 비난 영화 Boy Erased 상영 

- Awaken 성소수자 기독교인 컨퍼런스 개최 

- 내년 퀴어축제 불투명 

 

I. 기도 나눔 

1) 이 땅의 국민들과 크리스천들을 속이고 있는 사단을 대적 

2) 그릇되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문화의 흐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맘추어지도록 

3) 하나님께서 이땅을 고쳐주시도록 

4) 뉴질랜드 국민들의 세금이 공의로운 일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5) 뉴질랜드 각 교단들과 교회들 위해 (장로교, 침례교, 성공회, 감리교, AOG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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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안락사 및 낙태 법안 문제 

 

낙태 비범죄화  

 

A. 낙태 비범죄화를 추진하는 정부 

1) 자신다 아던 총리 (2017.9월) 

낙태를 형법(Crime Act) 안에 두어서는 안되며,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야 한다. 

B. 법률위원회가 제출한 3가지 개정안 모두 낙태를 형법에서 뺌 (=낙태죄 

폐지) 

1) A. 낙태에 관한 특정 규제를 모두 제거하고 일반 의료서비스와 동일하게 다룰 

것 (매우 극단적) 

2) B. 여성의 육체,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고려할 때 낙태가 적절한 상황이면 법이 

요구하는 적정 검사를 통과하여 시행한다. 

3) A+B. 태아 22주까지는 일반 의료서비스 차원의 낙태 허용, 그 후는           

적정 검사 후 시행토록 함 (2018.10.26) 

C. 태아는 세포덩어리인가 생명인가? 

유튜브 “벤 샤피로, 낙태 찬성하는 학생 참교육. 생명은 언제 시작되나요?” 

https://youtu.be/RbmHiHQdkME 

 

 안락사법 개정안 

 

A. 어떻게 법이 개정되나? 

- 법안 제출과 체택 

- 1차 독회 

- 특별 위원회(Select Committee)…국민 의견 수렴 

- 2차 독회 

- 전체 국회 조정…추가, 조정안 

- 3차 독회 

- 총독 승인 

B. 35,000 건의 청원서 

- 88% 반대, 22%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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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이비 이단의 활동사항 
 

A. 신천지 

1) 뉴질랜드 내 신천지 

- 2017년 2월 신천지 비밀 본부 발견 (1 Burton St Grafton) 

신천지의 시온 기독교 센터로 추정 

토요일마다 성경공부 

- 알바니 신천지 모임, “눈 내리는 기적 체험” 

- 한인보다 중국인 및 외국인 대상 포교 
 

2) 신천지 피해자 모임 

- 백인 피해 가족들  

- 추종자들 폰손비에서 합숙 

 

3) 신천지 홍보성 기사 

- Scoop, Voxy, 인디안 뉴스링크 

- “한국 주요 교단들이 강제 개종 교육으로 인권 유린” 

- “강제 개종으로 숨진 OOO 추모식…” 

- “HWPL, 종교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행사 개최” 

 

B. JMS (Providence, Morning Star, Nikau Church) 

1) 마크와 샘의 JMS 이야기 

2) 오클랜드 대학 교목 캐롤린 켈리 

- “JMS가 바로 내 주변 신도들 포섭하고 있어…” 

- 오클랜드 대학 부서 여성 직원 ‘Thank God It’s Friday’ 동아리 운영 

- Love Bombing 

- 15세에 JMS에 빠진 여학생 이야기 

 

C. 하나님의교회(안상홍) 

1)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2) SCOOP 인터넷 신문, TV3 

- “하나님의교회가 환경활동 등으로 뉴질랜드 지역 개발 이바지…” 

- 크라이스트 전 시장 밥 파커, 국회의원 니키 와그너 등 ‘하나님의교회’ 

단체복 입고 봉사활동 (2013년) 

- 캔터베리 대학교 청소지원, 리카튼 쇼핑몰, 뉴브라이튼비치 등 환경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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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더니든 오타고 대학에서 활동 (2018.7) 

- Save the Earth A to Z (ASEZ) 

- 엘로힘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이름만 바꿔 활동 

- 강압적인 전도 방식, 회원 철저히 통제 

- 오타고 대학 학생회가 활동 금지 시킴 

 

D. 단월드(Body & Brain) 

1) 단월드/단요가란? (대표 이승헌 Ilchi Lee) 

명상, 요가, 태극권 등 혼합해 만든 사이비 종교단체 (현대종교) 

뇌 훈련법 - 인간의 뇌 모든 잠재성 활용 

전세계 9개국에 1200개 센터 운영 

(사무실: 오클랜드 Constellation Drive, 케리케리, 파이히아, 황가레이) 

2) 케리케리 본부 설립 

156헥타르 소나무 숲 구입 (콘월 공원 크기) 

고급 저택, 모텔, 카페, 골프연습장, 해변 부지 구입 

케리케리 명상 투어 숲 운영 중 

30채 숙소 완공 (360채 목표) 

3) 목적 

Earth Village 지구인 공동체 건립 계획 

‘Earth Citizen Organisation, ECO, 지구 시민 연합’의 본부 

4) 단월드 행사 

2017년 1월 지구 시민 평화 축제 (1000명 참석) 

2017년 한해 2400명 관광객 유치 

5) 뉴질랜드로의 침투 

- Far North 신문 등 언론매채 광고 

- 노스랜드 경제에 수백만 달러 유입될 것 주장 

- Ngatiwai 마오리부족과 청소년/청년 프로그램 진행 

- Ngatiwai 트러스트보드 연구 책임자 릴리 조지, ECO의 이사 

6) 단월드의 문제성  

- 추종자들을 교묘하게 조정(manipulate)하며 수익 창출 

- 사이비 종교성 띄고 있음 

- ‘미국 청년들을 조정해 비싼 뇌 개발 코스 등록’ 기사 

- 케리케리 주민들 불안한 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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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글로리아베일 

- 남섬 웨스트코스트 하우피리의 극보수적 성향의 기독교 이단 집단 거주촌 

- 500여명의 남녀노소 큰 마을 이루어 살고 있음 

- 외부인 접촉 금지 / 인터넷 사용 금지 / 연애 금지 

- 설립자 네빌 쿠퍼의 이름을 따 ‘쿠퍼라이트(Cooperites)’라고도 불림 

- 자급자족, 낙농업, 원예 사업 

- 2018년 5월, 네빌 쿠퍼 사망 

 

F. 사이언톨로지 

- 톰 크루즈 등 할리우드 연예인 신도 

- 1954년 미국 공상과학 소설가 론 허버드 창시 

- 과학 기술을 통해 몸과 마음 치료, 영혼 구원 정화 

- 외계인의 영혼이 인간을 통해 윤회 

- 2017년 1월 1천 600만 달러 뉴질랜드 본부 개관 (Grafton) 

- 뉴질랜드 300여명의 신도 (2013년 통계) 

- 쇼핑몰에서 현대 정신의학 비판하는 전시회 

- 공짜 만두와 바베큐로 중국인들을 포교 

 

G. 기도 나눔 

- 뉴질랜드 교회들이 온전한 복음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 신천지, JMS, 글로리아베일, 사이언톨로지, 하나님의교회 등의  

사이비 이단들이 뉴질랜드 땅에서 무너지도록 

- 피해를 입은 수많은 영혼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 여전히 사이비 이단 안에서 속박받고 고통 받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오클랜드 Grafton의 1천600만 달러 짜리 사이언톨로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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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슬림 등 타종교 현황 및 선교 
(Christian Faiths losing out to Other Reli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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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립학교 성경수업의 존폐 위기 

 

A. 뉴질랜드 교육법 

- 공립학교, 수업 시간 외 주 1회 종교 교육 허용 

- 학교의 결정에 따라 원하는 종교 교육 진행 

- 원하지 않는 학생은 대체 수업을 받도록 함 

 

B. 현재 상황 

- 약 600개 공립학교 성경 수업 진행 (CEC) 

- 뉴질랜드 교육부, 종교 수업 규제 강화 추진 중 

- 비종교(secular) 단체, 종교 수업 금지 운동 진행 중 

- 종교 수업 폐지될 가능성 있음 

 

C. 종교 교육 규제 강화 가이드라인 초안 (2018년 9월 발표) 

- 종교 수업 자원 봉사자 자격 심사 

- 참여 거부 학생에게 합당한 대안 수업 제공 

- 학부모 동의서 작성 권고 

- 종교 수업 내용 및 홍보 여부 보고 

- 정규 수업 외 시간에 실시할 것 

- 완성된 가이드라인은 올해 발표 예정 

 

D. 비종교 교육 네트워크 (Secular Education Network, SEN) 

- 종교수업 반대 캠페인, 4년간 벌여옴 

- 타냐 제이콥(Tanya Jacob)과 데이비드 하인즈(David Hines) 

- 최종 목표: NZ 공립학교들을 “완전히 세속적으로 만드는 것” 

- 인권 위원회에 국가를 상대로 고발 (2017년 5월) 

공립학교가 종교적 편향성 조장한다 주장 

종교 수업 영구적 금지 요구 

해당 법 조항들, 학교 이사회가 한 종교 홍보할 수 있게 허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 주장 

고등법원에서 종교 수업 위법 여부 재판 열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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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SEN 측 주장 담은 기사들 

- “성경 수업으로 인해 자녀들이 괴롭힘(bullying) 당하고 있다” 

- 크라이스트처치 학교  

- 오클랜드 웰스포드 초등학교 

 

F. 교회 교육 위원회 (The Churches Education Commission, CEC) 

- 1973년부터 공립학교 기독교 종교 수업 제공 

- 600개 뉴질랜드 학교에 기독교 교육 진행 

- 성경 교사(봉사자) 부족 

- SEN의 소송, 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반박 

각각의 학교의 문제, 법률 자체의 문제 아니다 

 

G. 안타까운 상황들 

- 웰링턴 칸달라 초등학교 

- 오클랜드 레드비치 초등학교 

- 오클랜드 스탠모에베이 초등학교 

 

H. 기도 나눔 

1) 다가오는 고등법원에서의 재판을 위해 

2) 교육부의 새로운 성경수업 지침서를 위해 

3) 성경수업을 하는 공립학교들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도 성경 수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4) 교회 교육 위원회(The Churches Education Commission)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지

혜로 성경 수업을 잘 진행할수 있도록 

 

 

원처치 구독 

웹사이트: www.onechurch.nz 페이스북: www.facebook.com/onechurchnz 

카카오톡: 상단 검색창에서 ‘원처치 뉴질랜드’ 검색 후 플러스 친구 추가 

(매주 토요일 카카오톡으로 한주간의 소식을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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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치 동역 안내 

 

원처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재정 혹은 재능기부로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뉴질랜드 사회 가운데 여러분의 동역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원처치와 후원이나 봉사로 동역하실 수 있는 분은 

아래 내용을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역 및 후원 신청서 

 

 

이  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소  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락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재정 후원으로 동역하기 원합니다. 

□ 개인  □ 교회/단체  □ 업체 
 

□ 월 $ 10  □ 월 $ 20   □ 월 $ 50   

□ 월 $ 100 □ 월 $ 200   

 

□ 월 $ ________________  

 

2) 재능기부로 동역하기 원합니다. 

□  취재  □ 기사 작성  □ 번역  □ 사진촬영 

□ 영상제작 □ 데이터 입력 □ 디자인 □ 사회참여 

 

□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기도로 동역하기 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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