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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중등부

2013년 10월 20일 

http:/ /kjh.sarang.com
한어중등부 Staff

주일예배
오전 11시 10분 

@KDC Hyssop Stage

Pop Night
 금요일오후 7시 30분
@KDC Hyssop Th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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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담임목사: 노창수 
담당 강도사: 최지철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최지철 강도사님

담당
부장

STAFF

                                                             
찬양팀



+. Sermon Notes .+

1. Small Group
예배 후 SG 모임이 1시 15분까지 있습니다. 

2. Pop Night  
기쁨의 찬양과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 Pop Night은 8시에 Hyssop Theater
에서 모입니다. 7시에 저녁식사가 있고 매주 special activity가 진행됩니다.  

3. 2013-14 청소년 제자훈련(KYDT) 훈련생 모집 
한어중등부 제자훈련 과정에 함께 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신청기간: 10월 27일까지(다음 주 마감), 신청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주세요.      
 KYDT 101: Foundations 1
 KYDT 102: Servant Leadership Training 1 

4. GLOW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거룩한 축제
신나고 재미있는 거룩한 예배, 라이브 찬양, 맛있는 식사, jumpers, 
카니발 게임, 아케이드, 사진 부스, Balloon art, face painting 외에 많은 
이벤트,  일시: 10월 31일(목) 오후 5시 - 오후 8시 30 분,  
장소: 교회 본당과 비전 프라자

5. KJH Homepage 
Dream Cafe - http://www.sarang.com/cafe/edu_kjh/?lan=ko
Facebook - https://www.facebook.com/groups/sarang.kjh/

6. 새로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한어중등부에 오늘 새로 온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 
담당 선생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어중등부 소식주일 예배 순서
+. Call to Worship .+

+. 대표기도 .+
+. 광고 .+

+. 말씀 .+
+. 특송 .+
+. 찬양 .+

+. 마무리 .+ 

+. Sermon Notes .+

+.!!! Happy Birthday!!!.+

제목: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  
 Precious to God  
본문: 요나4장 5~11절 

10월달 생일을 축하합니다!!!!
10/3 Esther Lim, 10/25 목준수, 류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