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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Christmas Worship Dance (12/24/2015)

Dinner at Hie & Namyun’s home (12/29/2015)

샬롬! 새롭게 Youth group 교사를 맡게 된 김실안입니다. 지난 2013년 처음 미국에 온 뒤부터 이 자리를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해왔는데, 비로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교사를 시작할 수 있어서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늘 격려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부모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교회학교는 인원의 양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현재 있는 멤버들의 영적인 성장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향상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부모님과 로체스터를 떠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중심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양육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7년간의 교회학교 교사를 할 당시 ‘청소년’이라는 시기의 특성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모님들의 지지적인 마인드가 아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되어 월 1회 가정통신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고, 교회에 다니지 않던 부모님들도 교회를 한층 가깝게 여기며
주요 절기에 방문해 주시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RKUMC youth group에서는 매월 첫째 주 가정통신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의 예배가 끝나기를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닌, 아이들이 보다 독립적으로 교회생활을
즐기고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지사항]
• 매주 진행되는 공과공부와 더불어, 매월 첫째 주에는 기도나눔과 가정통신문 배부, 매월 마지막 주에는 찬양 1곡
배우기와 가정방문 및 야외활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월에는 Eastview mall 에서 야외활동 및 미션 수행 게임이
진행됩니다. (날짜 미정)
• 아이들이 매 주일에 워크북과 큐티 소책자를 반드시 지참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공과공부와 나눔에 도움이 됩니다.
• 월 1회 가정방문과 외부활동이 번갈아 가며 진행됩니다. 아이들의 교제를 위해 집을 오픈해 주실 의향이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1월: 외부활동 - Eastview mall
4월: 외부활동 – Restaurant

2월: 가정방문- 초콜릿 만들기
5월: 가정방문 - 김밥 만들기

3월: 가정방문 - 부활절계란 만들기
6월: 외부활동 – 공원 BBQ 졸업파티

[기도제목]
• 아이들의 영적 성장과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향상을 위해
• 또래그룹 내에서의 영적 교제와 공동체 활동을 위해
• 교회 친교활동시 차량지원과 안전을 위해 (1월: Eastview mall, 교회 유스룸 데코레이션)
• 교사의 공과지도 및 올바른 성경적 메시지 전달을 위해 (영어로 기도하는 것, 성경을 가르치는 것, 미국청소년
문화에 대한 경험 등이 아직 익숙치 않아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 김실안 교사 연락처: Phone: 585-474-9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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