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Great thanks go to ….
1. 올 해One Voice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
음을 드립니다. • 장소와 저녁식사를 담당해 주신 상항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전해주신 권혁천담임목사님, 선교팀의 문일성장로님, 티벳목장의 이용규장로님
• 준비기간 내내 함께 기도하며 궂은 일들을 도맡아 주신 뉴라이프교회의 다민족 선
교팀의 이순범집사님과 오병훈집사님 • 포스터와 헌금약정서의 멋진 디자인으로 섬
겨주신 임마누엘선교교회 김화중집사님 • 기도 순서를 맡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후원
해 주신 상항연합장로교회의 이용호담임목사님, 전우철장로님, 최병대장로님 • 다민
족 어린이 사역에 헌신해 주시고 One Voice 행사준비에 서기를 맡아 수고해 주신 북
가주 드림교회 배정미사모님 • 샌프란시스코 이웃사랑교회의 하치호 청년부 목사님,
임마누엘장로교회의 김백미전도사님의 귀한 협력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교회와
교단의 벽을 넘어 소수민족 사역을 섬겨주셨습니다. 모든 수고에 큰 열매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소원합니다.
2. One Voice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주손길장로
교회의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특별히, 중보기도로 도우시는 다니엘 중보기도팀 • 회
계를 맡아 빈틈없이 정리해 주시는 김옥란집사님 • 대외홍보를 위해 신실하게 수고
하시는 강혜경집사님 • 책자의 수정과 편집을 맡아 수고해 주신 서상윤집사님 • 영
어교정을 보아준 산호세순복음중앙교회의 박지혜성도님에게 또한 깊은 감사의 마음
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3.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신 상항중앙장로교회 찬양팀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와 고
마운 마음 전합니다.
4. 특별찬양으로 은혜를 더해주신 오클랜드 몽골제일교회 Bobby 형제와 Burmese
Family Christian Church의 Lu Awng 형제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5. 사역보고를 해주신 Rev. Abrahim Ferotan, Rev. Tsolmonbaatar Gelenkhuu, Rev.
JP Samuel, 배정미 사모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presentations!
6. 멀리 홍콩에서 늘 베이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생명길선
교회의 윤형중목사님(홍콩한국선교교회), 그리고, 항상 One Voice사역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화요기도모임의 목사님들께, 그리고, 마지막 축도로 기쁨을 더해 주
신 리빙워드교회의 배상호목사님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7. 책자의 디자인에 큰 도움을 주신 홀리 배너(Holy Banner-www.holybanner.com)사와
훌륭하게 프린트 해주신 High Tech Printing 에 큰 박수와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
이 하셨습니다.
8. 홍보를 후원해 주신 크리스찬 라이프 (서해남목사님)와 한국일보 (이민규부장님, 손수
락기자님)에게 고마운 마음을 드립니다.
9. iSpectra 국제 컨퍼런스에 많은 분들이 참가하길 소원합니다 : 2014년 4월 24-26일,
Venture Christian Church (16845 Hicks Rd. Los Gatos, CA 9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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