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크신 축복과 소망이 각가정에 함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많은 

부모님들의 기도와 후원가운데 12월의 큰행사였던 크리스마스 청소년부 주최 연합 예배가 귀하고 

은혜롭게 잘마쳐지고, 겨울 수양회도 참석한 모든학생들이 큰은혜받는 참으로 축복된 

시간이었읍니다. 그림같이 아름다운 샌디코브에서 열린 이번 겨울수양회에 거의 240명에 달하는 

학생들과 카운셀러들이 참석하였고, 첫날부터 학생들의 열린마음가운데 강사 에스더 정전도사님의 

"믿음으로" 라는 주제의 능력의 말씀과 찬양팀의 은혜로운 찬양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매우귀한 수양회였읍니다.  여러학생들과 카운셀러들의 간증처럼 특히 

이번수양회에 학생들이 친구들과 놀러가는 마음으로 온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싶은 

목적을가지고 왔다고들 고백하였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소원대로 그의 자녀들을 

만나주셨읍니다.  둘째날 밤집회때 모든 학생들이 그들의 삶을 예수님께드리겠다고 일어섰을때는 

정말 감동의 순간이었읍니다. 이귀한 수양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자녀들이 

믿음안에서 계속잘자라 그들의 약속대로 하나님께 영광올려드릴수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달 JG행사계획은 다음과같읍니다.       
 
신년 특별기도회,  1/2(월) -7(토). 5 am (주중), 6:30 am (토).  금년 특별새벽기도회는 많은 학생들도 

참석하고있고, 또한 세번이상 참석하여 필립목사님과 증거로 사진찍으면 후디셔츠를 

선물한다고하여, 학생들이 기도회후에 사진찍기바쁜 재미있는 격려의모습도 봅니다. 남은기간에도 

허락되는 학생들이 많이참여할수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PGIF:  찬양과 기도의밤,  1/6 (금), 7:30 pm, The Well  (스낵준비됨).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여 은혜의 

시간이 될수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PGIF:  나눔과 교제의시간, 1/20 (금), 7 pm, The Well/Blessing Cafe (Dinner 준비됨). 
 
학부모 중보기도:  매주마다 JG 예배보는동안 (12-1:15 pm, 필립목사님방) 그리고 소그룹으로모이는 

시간에 (1:45-2:30 pm) 본당뒤 자모실(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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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몰그룹 스낵:   각반별로 스낵 스케줄을 맡아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JG 행사:  
 
    -- 1/2-7 (월-토):  신년 특별 새벽기도 동참. 
 



    -- 1/6 (금):  PGIF 찬양과 기도의밤  7:30 pm. The Well  (스낵준비됨). 
 
    -- 1/20 (금):  PGIF 나눔/교제의 시간  7 pm. The Well/Blessing Cafe (Dinner 준비됨). 
 
    -- 토요일 아침 JG학생기도모임 (Saturday Morning Prayers):  매주 토요일 8 am (1/7은 제외), 
The Well. 
 
    -- 학부모 기도회:  매주 수요일 10:30 - 11:30 am.  본당뒤 자모실D.  주일은 12-1:15 pm 
(필립목사님방); 1:45 - 2:30 pm (본당뒤 자모실 D) 
 
기도제목: 
 
- JG학생들이 영육간 강건하고, 말씀과 기도위에 더욱 성장하며, 매일 예수님 닮아가도록. 

- 학생들이 믿음가운데 그들의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승리할수있도록. 

- 교회출석을 중단한 학생들이 다시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할수있도록. 

- 필립목사님의 성령충만과 선생님들을위해. 

- JG가 진리안에 사랑의 공동체가되어 모든학생들이 기쁨으로 신앙생활할수있도록. 
 
언제나 JG를위해 기도와 사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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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ppy New Year! 
 
Wishing God's abundant blessings and hope to all the JG families for the new year.  Thanks to your 
many prayers and support, we had a blessed and powerful Christmas service and a 
wonderful JG retreat.  Almost 240 students and counselors participated in the winter retreat at the 
beautiful picturesque retreat center in Sandy Cove, MD.  From the first day, the hearts of the 
students were open and ready to receive God's word and blessings.  God touched the hearts of 
many students and moved powerfully through the guest speaker Pastor Esther Chung's challenging 
messages with the theme of "By Faith," and through the worship time led by the praise team.  Many 
students shared that they came to the retreat not to hang out with friends but to seek God, and He 
met them.  It was a moving scene when all the students rose up to give their lives to Jesus during 
the service on the second night.  We give thanks to God for such a blessed retreat, and pray that He 
will continue to keep them and guide them for His glory.  Below are planned JG activities for 
January: 
 
New Year's Special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1/2(Mon) -7(Sat). 5 am (M-F), 6:30 am 
(Sat).  JG has joined the church-wide New Year's special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and many 
students have been coming as well.  Pastor Philip encouraged the students to participate for the 
service by promising sweater gifts to those who attend at least three times and take selfies with him 
as a proof.  We would appreciate help and encouragement from parents also.  



  
PGIF:  Praise and Prayer Night,  1/6 (Fri), 7:30 pm, The Well  (snack provided).   Please 
encourage your children to come out and join the blessed time of worship and praise. 
  
PGIF:  Special program/Fellowship, 1/20 (Fri), 7 pm, The Well/Blessing Cafe (Dinner provided) 
 
Parents Intercessory Prayers:  Every Sunday during the JG service (12-1:15 pm, Pastor Philip's 
office) and during the Small Group time (1:45-2:30 pm, Nursery Room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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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behind the main sanctuary 
from 10:30-11:30 am.  POC:  Hyeyeon Lee JSN (Phone: 703-713-2872) 
 
Small Group Snacks:   We appreciate your continued help and support to provide snacks for small 
groups. 
 
 
JG Upcoming Events:  
 
    -- 1/2-7 (Mon-Sat):  New Year's Special Early Morning Prayer Service. 
 
    -- 1/6 (Fri):  PGIF  Praise and Prayer Night.  7:30 pm. The Well  (Snack provided). 
 
    -- 1/20 (Fri):  PGIF  Fellowship.  7 pm.  The Well/Blessing Cafe (Dinner provided). 
 
    -- Saturday Morning Prayers (SMP):  8 a.m. (except 1/7), The Well. 
 
    -- Parents Prayer Meetings:  Wednesdays 10:30 - 11:30 am.  Nursery Room D behind the 
Main Sanctuary.  Sundays 12-1:15 pm (Pastor Philip's Office); 1:45 - 2:30 pm (Nursery D 
behind the Main Sanctuary). 
 
Prayer Requests: 
 
- Spiritual growth and revival of JG students through God's Word and prayers.  For students to be 
more like Jesus. 
- For students to be able to overcome challenges in their lives through faith. 
- For those students who stopped coming to church to come to church again. 
- For Pastor Philip and teachers.  
- For JG to be a loving community where all the students feel welcomed. 
 
As always, we sincerely thank you so much for your continued selfless support and prayers for 
the JG students, teachers, and Pastor Philip.  May God richly bless you and your 
families!  Stephanie Han (JG Lay Direct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