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10월한달도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우리 JG학생들이 

필립 목사님의 말씀의 꼴을먹고 스몰그룹의 성경공부와 서로간의 교제를통해 잘성장하고있읍니다. 

매월 첫금요일에있는 찬양과 경배의 밤에도 많은학생들이 참석해 기쁘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세번째 금요일의 PGIF시간에는 "Iron Chef"프로그램으로 요리대회를 통해 

하나님말씀에 더가까이나가는 즐겁고 유익한시간을 가져습니다. 또한 특별히 목사님께서 10/16, 23 

두주간에 걸쳐 하신 학부모 세미나에 많은 부모님들이 참석하여주셔서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 

깊은관심을 보여주시고 대화의터를 마련하게됨을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세달에 한번씩 열릴 

학부모세미나에 계속 관심가져주시고 원하시는 주제가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드릴것은 

매주 JG예배가 진행되는 시간에 동시에 옆방 필립목사님 사무실에서 예배를위해 그리고 

학생들을위해 한명 한명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기도해주시는 어머님들의 기도가계시기에 더욱 

은혜로운 예배가 되며, 또한 매주 수요일 오전마다 시작된 주중JG학부모 기도회를 통해 오늘도 

우리학생들이 승리할수있음을 믿읍니다.  이귀한 학생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성장할수있도록 

계속적인 부모님들의 관심과 뜨거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JG행사들을 다음과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주시고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PGIF 찬양과 기도의밤:  11/4 (금), 7:30 pm, The Well  (스낵준비됨) 
  
가을 세례, 입교:   세례/입교식은 11/13 (주일 2부 예배시) 예정입니다. 세례수업은 매주 11/6까지 

2:30-3:30 pm, 목사님 사무실에서.  
 
PGIF/Class Night: 11/19 (토), 4 - 8 pm.  각학년별로 학생들이 모여 교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모임을위해 각학년마다 한가정씩 집을 오픈해주실분들을 

구하고있읍니다.  하실수있으신분들은 저나 (stephanie.han@kcpc.org), PTA회장님 Joanne Kim 

(rosakang2000@yahoo.com)집사님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음식은 Potluck으로 

한접시씩해서 보내주세요.  모처럼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모여 즐거운교제를 통해 

친근해지고 더불어 교회적응에도 도움이되는기회이니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수있도록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확정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읍니다. 
 
터키볼:  11/26 (토), 8 - 5 pm.  Sully Highlands Park - 13808 Wall Rd., Herndon VA.  금년에도 

많은팀들이 참가예정으로 JG팀들도 열심히 매주 연습하고있으며, PTA에서 많은 음식을 

준비하실예정이니 도움의 손길을 부탁드리며, 부상, 안전사고없이 잘마쳐질수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겨울 수양회 등록시작:  11/13 - 12/11까지 2,3부 예배후 본당앞부스.  금년 JG겨울 수양회는 12/29-31 

(목-토)까지 Sandy Cove retreat center, MD에서 열릴 계획이며 등록비는 $125 (Sibling discount 

$115; PK/MK/JG support: $65)입니다.  특별히 등록마감은 12/11으로 수양관과의 업무처리상 

그이후에는 등록을 받을수가없으니 그때가지 등록을 마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양회 강사로는 



에스더 정 전도사님으로 현재 Irvine Baptist Church에서 청소년 사역을하고계시며 Talbot 신학교에서 

신학석사과정을 이수하고 계십니다. 또한 필립목사님의 동생의 부인이되시기도하십니다.  저희 

JG예배에도 한번 오셔서 강력한 말씀과 도전으로 학생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읍니다.   
 
학부모 중보기도:  매주마다 JG 예배보는동안 (12-1:15 pm, 필립목사님방) 그리고 소그룹으로모이는 

시간에 (1:45-2:30 pm) 본당뒤 자모실에서 우리 학생들과 JG를위해 PTA 중보기도모임이 있읍니다. 

또한 필립 목사님주관의 주중학부모 기도회는 매주 수요일 오전 10:30-11:30시까지 본당뒤 

자모실에서 있으니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학생들이 부모님들의 기도로 축복, 

보호받고 승리할수있도록 꼭동참해 주세요.  이 혜연집사님문의(Phone: 703-713-2872) 
 
JG웹사이트:  JG웹사이트 www.kcpcjg.org 에들어가셔서 참고해 주시고, 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수있는 QT자료등도 올릴 계획입니다. 
 
스몰그룹 스낵:  11/6 주일 점심은 교회 43주년 기념 도시락이 교회에서 준비되니 스낵을 따로 

준비하지 않으셔도됩니다.  각반별로 스낵 스케줄을 맡아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학생소식: 
 
     -- 우현이 소식:  우현이가 폐렴으로 계속 Children's Hospital in D.C.에 입원하여 있으니 회복과 

가족들의 강건함을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JG 행사:  
 
    -- 11/4 (금):  PGIF 찬양과 기도의밤  7:30 pm. The Well  (스낵준비됨) 
 
    -- 11/6 (주일):  교회 43 주년 기념  교회에서 도시락점심제공 (스몰그룹 스낵필요없음). 
 
    -- 11/13 (주일):  세례, 입교식 2부예배시. 수업 11/6 (주일까지) 2:30-3:30 pm, Pastor Phil's 
office. 
 
    -- 11/13 - 12/11 (주일):  겨울 수양회 등록  2,3부 예배후 본당앞부스. 
 
    -- 11/19 (토):  PGIF/Class Night 4 - 8 pm.  장소는 추후 통보. 
 
    -- 11/26 (토):  터키볼  8 - 5 pm. Sully Highlands Park - 13808 Wall Rd., Herndon 
VA. 연습:  매주일 (11/20까지) 3-5 pm, London Town Elementary School.      
    -- 크리스마스 청소년부 연합 찬양연습:  매주일 2:30 pm, The Well. 
 
    -- 토요일 아침 JG학생기도모임 (Saturday Morning Prayers):  매주 토요일 8 am, The Well. 



 
    -- 학부모 기도회:  매주 수요일 10:30 - 11:30 am.  본당뒤 자모실.  주일은 12-1:15 pm 
(필립목사님방); 1:45 - 2:30 pm (본당뒤 자모실에서 주로모임) 
 
    -- 겨울 수양회:  12/29-31, Sandy Cove, MD. 
 
기도제목: 
 
- JG학생들이 영육간 강건하고, 말씀과 기도위에 더욱 성장하며, 매일 예수님 닮아가도록. 

- 필립목사님의 성령충만과 선생님들을위해. 

- 우현이의 계속적인 회복과 가족들을위해  

- JG가정들을위해. 

- JG 행사들과 겨울 수양회를위해. 
 
언제나 JG를위해 기도와 사랑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깊은감사드리고, 목사님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학생들 모두를위해 많은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G 부장 장 영수 (Stephanie Han)드림 
 
========================================================================= 
  
Dear JG parents, 
 
Greetings!  Thanks to the grace of God, our JG students continue to grow spiritually through Pastor 
Philip's message and the small group Bible Study.  For the month of October, many students 
participated in the PGIF Praise and Worship Night on the first Friday, and enjoyed learning more 
about the Word of God through the third Friday PGIF "Iron Chef" event.  During the month, Pastor 
Philip also conducted two parents seminars on 10/16,23 on the biblical parenting and challenges 
that students are facing as Christians in this age.  He is planning quarterly parent seminars, and 
welcomes suggestions for future topics.  Also, parents have started doing intercessory prayers 
during the JG service and small group times, calling the names of each student.  Pastor Philip also 
started a weekly parent prayer meeting on Wednesdays.  We praise God for all the fervent prayer 
support and encouragement from all the JG parents.  Below are the upcoming JG events 
and news for November.  We would appreciate your continued support and prayers for JG students 
and ministry. 
    
PGIF Praise and Prayer Night:  11/4 (Fri), 7:30 pm, The Well  (snacks provided).  Please 
encourage your children to come out and join the blessed time of worship and praise. 
  
Fall Baptism/Confirmation:   11/13 (Sun)  The Baptism/Confirmation will be conducted on 11/13 
(Sun) during the KM 2nd service.  The baptism classes will end on 11/6.  2:30-3:30 pm, at Pastor 
Phil's Office.  
 
PGIF/Class Night: 11/19 (Sat), 4 - 8 pm.  JG students will get together by class for fellowship.  We 
are looking for homes to open for each class, and would appreciate it if any family could volunteer.  If 
anyone could, please contact me (stephanie.han@kcpc.org), or PTA Preisent Joanne Kim JSN 
(rosakang2000@yahoo.com).  It will be a Potluck dinner, so please send a dish with your 



students.  Please encourage your students to come out and join for fun time and fellowship with 
friends and teachers.  We will notify again once we have firmed up the places.  
 
Turkey Bowl:  11/26 (Sat), 8 - 5 pm.  Sully Highlands Park - 13808 Wall Rd., Herndon VA.  JG 
Turkey Bowl teams have been diligently practicing every Sunday, and PTA is planning to prepare 
food for the event.  We would appreciate help and support for the PTA food preparations and prayer 
for safe and good sportsmanship.  
 
Winter Retreat Registration:  11/13 - 12/11. After the KM 2,3 services at the main lobby.  JG 
winter retreat will be held from 12/29-31 (Thr-Sat) at Sandy Cove retreat center, MD.  The 
registration fee for each student is $125 (Sibling discount $115; PK/MK/JG support: $65).  The hard 
deadline for the registration is 12/11.T  The guest speaker is Pastor Esther Chung, who is serving as 
a youth pastor at Irvine Baptist Church in California and also is Pastor Philip's sister-in-law.  She is 
working on her Mater of Divinity at Talbot Seminary.  She was a powerful speaker for JG when she 
visited here once, and we look forward to having her again. 
 
Parents Intercessory Prayers:  Every Sunday during the JG service (12-1:15 pm, Pastor Philip's 
office) , during the Small Group time (1:45-2:30 pm, Nursery behind the main sanctuary), there are 
parent intercessory prayer meetings for JG students and the ministry.  On Wednesdays, Pastor 
Philip is leading parent prayer meetings in the Nursery room behind the main sanctuary from 10:30-
11:30 am.  POC:  Hyeyeon Lee JSN(Phone: 703-713-2872) 
 
JG Website:  Please refer to JG website  www.kcpcjg.org for additional information.  We are 
planning to upload more helpful parent resources, such as QT references.  
 
Small Group Snacks:  11/6 Sunday is KCPC's 43th Anniversary, so Church will provide boxed 
lunch for all students.  No need for extra snacks for small group..  We appreciate your 
continued help and support to provide snacks for each small group! 
 
Student News: 
 
     -- Justin Lee:  Justin is still suffering from pneumonia at the Children's Hospital in D.C.  Please 
continue to pray for Justin's recovery and for the strength of his family.   
 
JG Upcoming Events:  
 
    -- 11/4 (Fri):  PGIF Praise and Prayer Night.  7:30 pm. The Well  (snacks provided) 
 
    -- 11/6 (Sun):  KCPC 43th Anniversary.  Lunch provided (no Small Group snack needed). 
 
    -- 11/13 (Sun):  Baptism/Confirmation.  During the KM 2nd Service.  
 
    -- 11/13 - 12/11 (Sun):  JG Winter Retreat Registration.  After the 2nd, 3rd Services in the 
Main Lobby. 
 
    -- 11/19 (Sat):  PGIF/Class Night 4 - 8 pm.  Place: TBD. 
 
    -- 11/26 (Sat):  Turkey Bowl  8 - 5 pm. Sully Highlands Park - 13808 Wall Rd., Herndon VA. 
Practice:  Sundays (until 11/20) 3-5 pm, London Town                                        Elementary 
School.   
    
    -- Christmas Youth Choir Practice:  Sundays.  2:30 pm, The Well. 
 



    -- Saturday Morning Prayers:  8 a.m., The Well. 
 
    -- JG Winter Retreat:  12/29-31, Sandy Cove, MD. 
   
 
Prayer Requests: 
 
- Spiritual growth and revival of JG students through God's Word and prayers.  Students will become 
more like Jesus. 
- For Pastor Philip and teachers.  
- Justin's continued recovery, strength for his family. 
- JG families. 
- Upcoming JG events and winter retreat. 
 
 As always, we sincerely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tinued selfless support and prayers for the 
JG students, teachers, Pastor Philip and JG ministry.  May God richly bless you all!  Stephanie Han 
(JG Lay Dir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