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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송 구 절

시편 8편 1절 - 9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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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어중등부 겨울수양회 2010

일시: 12월 19일-22일, 3박 4일간 장소: Pincrest Christian Conference Center 회비: $115 (12월 
18일까지 등록시), $130 (19일 이후 등록시) 주제: Logos, the Word of God 강사: 최서우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연락처: 이사무엘 전도사 (714-702-0644), 백수진 부장 (562-857-1779) * 
신청서/부모님 동의서가 필요하신 분은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2. 2010년 연말 특별새벽 부흥회계속해서 2010년 연말 특별새벽 부흥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들 
개근 하셔서 특새 후디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제: 넉넉히 이기느니라 (로 마서 8장 37절)  
일시: 11월 29일(월)~12월 11일(토) 평일 오전 5시, 토요일 오전 6시

3. 특새 특송 섬김

오는 12월 8일(수)에는 한어중, 고등부가 함께 특송을 하게되었습니다. 12월 8일(수)은 오전 4시 10
분까지 찬양대 연습실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장을 통일하기 위해 이 날은 윗옷을 흰색을 
입고 오셔야 합니다. 특송 연습을 위해 오늘 예배 후 12시 20분에 Hyssop Theater(Pop Night 
장소)에서 모입니다. 한 분도 빠짐 없이 연습하시고 특송이 있는 12월 8일(수)에는 다 함께 특새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4. 한어중등부 유학생의 날

현재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한어중등부 학생들을 위한 재미있고 맛이있고 의미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는 12월 11일(토)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최찬문 선생님 댁에서 진행이 됩니다. 함께하는 
학생들은 스몰그룹 담당 선생님들과 함께 최찬문 선생님 댁으로 오시면 됩니다. 

5. 목요기도모임 방학 

목요기도모임이 특새와 겨울수양회로 인해 12월 한 달 동안 방학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내년 1
월달에 다시 시작될 계획입니다. 이 후 광고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6. Pop Night! 

기쁨의 찬양과 은혜가 넘치는 기도의 자리! Pop Night이 오는 12월 10일 (금)에도 계속됩니다.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한어중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7. 새로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저희 한어중등부에 오늘 새로 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전도사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찬양 선곡
성령이여 내 영혼을

갈급한 내맘

chosen genaration

모든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