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하는 학부모님께, 

안녕하십니까? 이번 중고등부 겨울 수양회에 관하여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겨울 수양회는 리브아웃라우드 유쓰 얼라이언스 (Live out loud Youth 
Alliance) 라고 하는 중고등부 사역을 위한 비영리 단체가 주체하는 “내가 너
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겨울 수양회 입니다.  
(lolya) 로야는 10년-20년 이상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열정으로 섬겨온 4명
의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중고등부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일년동
안 준비하고 9월 부터  연합 리더 훈련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2명의 중고등부 사역자와 30여명의 리더들이 200여명의 학생들과      
11교회가 함께하는 겨울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일때 그 능력은 대단합니다. 2000년도 부터 계속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현
제 지난 9월 부터 연합 리더쉽 훈련이 시작되어 진행 중이며 많은 훈련과, 시
간, 아이들을 위한 리더들의 다양한 연극과 바디워싑 준비, 기도와 금식을 투
자해 오고 있습니다.  

일시: 12/26-29 

장소: Camp Cedar Crest (www.campcedercrest.org) 

주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 전서 2:9-10) 

강사: 오석환 (로버드 오)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전 오이커스 교회 담임) 

세미나: 아치 호나도  

           (엘에이 YWAM NIKO 디렉터/ 중고등부 사역자 컨퍼런스 강사) 

이번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도전할 것은 거룩함 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제는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된 이후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법에 반대에 서야 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속에서 어떻게 우
리가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게 서야 하고 
또 설 수 있는지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도전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인
에게 세상과 구별됨, 그 거룩함이란 바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
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지 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더욱더 그리스도의 거룩
함을 입을 수록 우리는 더욱 더 그와 비례하여 더 능력있는 힘으로 세상을 변
화 시킬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아이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며 얻고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어 지는 한사람 한사람 되기를 기대합
니다. 

단 한번의 겨울 수양회가 아님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는 일에 더 큰 능력과 은
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랜 세월 경험해 왔습니다.  인생의 단 한번 삶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비젼을 심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시
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교회 담당 교역자에서 문의 바랍니다.  

Director Pastor Rachel Lee 

2016년 12월 

겨울 수양회 참여 교회 

가나안 장로교회  
라이프기빙 교회 
가디나 장로 교회 
소중한 교회 
서문 장로 교회 
센디에고 갈보리 한인 교회 
렌턴 교회 
얼바인 제일 중국 침례교회 
복음 장로 교회 
엔텔로프 벨리 한인 교회 
오렌지 가나안 교회 

수양회 관련 행사안내 
Post-Rally (1월) 
@ 이스트 웨스트 아이스 링크 

2016 Youth Winter Retreat 
Be holy for I AM Holy                      
12/26 -12/29 

Live Out Loud 
Youth Alliance 

4lolya@gmail.com 
www.lolya.org 

T 714.293.2293 

LOLYA STAFF: 

Pastor Jae Lee 
Canaan Presbyterian Church 

Pastor Rachel Lee 
Lifegiving Ministry Church 

Pastor David W. Kim 
Gardena Presbyterian Church 

Pastor Joseph Lee 
New Life Oasis Church 

Pastoral STAFF: 

Pastor Albert Chang 
Pastor Julie Ryou-Choi 
Pastor Roland Lee 
Pastor Steve Han 
Pastor James Shu 
Pastor Chris Kim 
Pastor Michael Moon 
Pastor David D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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