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1월 18일 오후 7시

“회망의 집”
(House of Hope)

후원의 밤 



Hope Be Restored
온누리 교회 영어예배가 운영하는 는 
한국과 세계의 억압된 자에게 자유를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회복을 전하고자 하는 국제정의
인신매매사역 단체입니다.

여성소망센터
여성소망센터는 예기치 않던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의 여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육과 지원을 
통해 그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단체입니다.

www.hopeberestored.com

www.whckorea.org



과 여성소망센터는 희망의 집(House of 
Hope)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희망의 집은 경북 봉화에 
위치하며 미혼모 여성들과 성매매 피해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치유를 전하고자 합니다 소망의 
집은 영적 회복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여성들의 안전한 
쉼터가 되어줄 것입니다 소망의 집은 여성들이 성경적인 기반의 
상담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여 여성들의 주님 안에서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들이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돌아갈 자신감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은 사회에서의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또한 이 사회 세상 가운데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은 귀한 자매들입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도록 이하
Restored)과 여성소망센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러한 
사역을 현실화할 수 있도록 소망의 집 건설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Hope of Korea” (한국의 소망 행사는 소망의 집을 알리고 과 
여성소망센터의 파트너쉽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준비되었습니다 뜻깊은 교제 애찬 예술 공연뿐 아니라 소망의 
집 프로젝트를 후원해 주시고 또 국제인신매매사역 및 미혼모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에 
뜻이 있는 다른 분들과의 네트워크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 저희와 뜻을 함께하셔서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을 제공하시거나 여성들의 친구가 
되어 주는 등의 다른 도움도 필요합니다 오셔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여성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석  가격-
1좌석: 10만원
5좌석: 45만원

테이블 예약시 (10좌석): 90만원

-예약방법-
전화접수: 02.3215.3617

E-mail 접수: 참석하시는 분의 성함,  전화번호, 오시는 분 인원수를 
E-mail 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vents@onnurienglish.org 

오시는길
지하철: 양재역 (3호선/신분당선 ) 9번출구 
(엘타워 건물 바로 앞)

버스: 지선(초록): 3412, 4432
간선(파랑) : 140, 405, 407, 408, 421, 440, 441, 
462, 462, 470, 471, 541, 8447
광역(빨강): 9500, 9501, 9503, 9510, 9800, 9100, 
9201, 9300, 9404, 9200, 9408, M6410, 9711, 9802, 
M6405, M4403
마을: 서초08,서초09,서초18,서초20
급행: 1151, 8101, 8131, 8201, 9711
일반: 11-3, 11-7, 917
직행: 500-2, 1005, 1005-1, 1111, 1151, 1251, 1311, 
1550, 1550-1, 1551, 1552, 1560, 1560-11, 1570 

양재역 9번출구

엘타워 그랜드홀 7층
서울 서초구 야재동 24
전화: 02.526.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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