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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년 KNC 전국 목회자 부부 수련회 

 

주제:  

Better Together: Answers in Solidarity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목표: 

이번 행사의 목적은 본 수련회를 통해서 목회자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훈련중인 

목사후보생들이 호주연합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목회에 대한 부르심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쉼을 얻고, 배움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저희 

임원단은 참석하시는 분들 모두가 편안하게 지내시고, 새로운 만남을 갖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부름 안에 기대가 넘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강사: Dr. Deidre Palmer (연합교회 전국 총회장) 등 

일시: 2019 년 8 월 12 일(월)-15 일(목) 

장소: Maroochydore Uniting Church, Sunshine Coast, Queensland 

회비: 목회자 $350 (개인), $650 (부부), 목회자 후보생 $250 (개인) $450 (부부) 

등록마감: 2019 년 5 월 31 일 

문의: 총무 연승재 목사 (0413 837 721)  

 

* 비행기표는 개인적으로 구입. (목적지는 Sunshine Coast 이며 미리 준비된 

차량으로 공항에서 픽업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녀들 참석 가능 - 참석여부를 저희 임원단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8 월 12 일(월) 개회 예배는 오후 5 시입니다. 오전 시간에 도착하는 분들을 위해 

투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호텔 체크인은 오후 2 시서부터 가능합니다. 

* 호텔 예약 관계로참석여부를 가능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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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NC National Ministry Couples Retreat 

 

Theme: 

Better Together: Answers in Solidarity (1 Corinthians 3:9)  

“For we are co-workers in God’s service; you are God’s field, God’s building.” 

 

Our goal is to see ordained ministers, ministry couples and candidates who are in 

formation programs in each synod encouraged, refreshed, and equipped to 

continue on the journey God has called them to in the Uniting Church in 

Australia. We hope that during your time with us, you will be able to relax, build 

new relationships, and leave more excited about this calling than ever before. 

 

Retreat Details 

Dates: 12- 15 August 2019 

Venue: Maroochydore Uniting Church, Sunshine Coast, Queensland 

Speakers: Dr. Diedre Palmer (President of UCA) and more (TBA) 

Cost: $350 (Individual); $650 (Married Couple); $250 (Candidate) $450 (married 

candidate couple) (Ends 31 May 2019) Airfare is not included. 

For more information please contact Rev. Seung Jae Yeon, KNC Secretary on 

0413 837 721 or email ucaknc@gmail.com. 

 

* There will be a shuttle bus between airport and the venue/hotel. 

* If you will accompany children, please contact Rev. Seung Jae Yeon, KNC 

Secretary. 

* The opening service will be held at Maroochydore UC on Monday 12 August at 

5pm. An excursion program will be provided for those arriving in the morning. 

Check-in is available from 2p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