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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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의 자
녀들”이란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겨울 수양회 입니다.  (lolya) 로야는 10년-20
년 이상 중고등부 사역을 위해 열정으로 섬겨온 4명의 사역자를 중심으로 이
루어져 있는 중고등부 네트워크 사역입니다.  일년동안 준비하고 9월 부터   
연합 리더 훈련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명의 중고등부 사역자와 40명의 리더들이 220여명의 학생들,       
11교회가 함께하는 겨울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제 지난 9월 부터 연합 리더쉽 훈련이 시작되어 진행 중이며 많은 훈련과, 
시간 그리고 기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일시: 12/2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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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빛의 자녀들 (마태복음 5:14-16) 

강사: 데이빗 박 목사님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세미나: 에디 송 선교사님 (사랑의 빛 선교교회) 

이번 겨울 수양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도전하고 가르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사람은 정체성을 통해 강한 자아와 비젼을 가지
고 흔들리지 않으며 앞으로 나아 갈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다른 누구
도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의 알고 작고 보잘것 없는 한 사람이 아닌 빛이 되신 
아버지 처럼 우리도 그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큰 빛이 되어 가고 
있다는 영적 현실을 깨닫게 하며 도전하고 싶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숨
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어두운 세상에서 
드러날 수 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들.  큰 세상
이 빛에 되어 우리 존재만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리 안에 영적 능력
을 빛,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 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진리를 아이들이 깨닫고 앞으로 나아 갈 수 있기를 그래서 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단 한번의 겨울 수양회가 아님니다.  함께 협력하여 하는 일에 더 큰 능력과 은
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오랜 세월 경험해 왔습니다.  인생의 단 한번 삶으 
바꾸어 놓는, 비젼을 심는, 놀라운 시간입니다.  기도로 함께 해 주시시를 부탁 
드립니다.  pre-rally 라고 사전 찬양집회를 가집니다.  수양회 미리보기 같은 
행사 입니다.  오는 아이들도 미리 만나고, 쎄미나 강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
구요.  함께 먼저 만나 찬양 하면서 수양회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찬양 
모임입니다.  12월 6일 4시 30분에 가디나 장로 교회에서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각 교회 담당 교역자에서 문의 바랍니다.   

Director Pastor Rachel Lee 

11/9/14

겨울 수양회 참여 교회 

가나안 교회  
갈보리 장로 교회 
가디나 장로 교회 
새 생명 오아시스 교회 
새 생명 비젼 교회 
복음 장로 교회 
하나 교회 
오렌지 가나안 교회 
생명의 물 선교교회 
21세기 침례교회 
아름다운 동산교회 

수양회 관련 행사안내 
1. Pre-Rally                         

(12/6 @4:30 pm)  
      @ 가디나 장로교회 
2. Post-Rally (1월) 
      @ 추후알림 

2014 Youth Winter Retreat 
Children Of Light                        
12/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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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vary Presbyterian Church 

Pastor David W. Kim 
Gardena Presbyterian Church 

Pastor Joseph Lee 
New Life Oasis Church 

Pastoral STAFF: 

Pastor Jiwon Lee 
Pastor Danny Lee 
Pastor Roland Lee 
Pastor Esther Hwang 
Pastor James Kim 
Pastor Julie Ryou-Choi 
Pastor Simon Baik 
Pastor Eric Yang 
Pastor Samuel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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