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영합니다! — 성령 안에서 하나됨(Unity)을 위한 소중한 만남, 제 1회 소망교회 

전교인 가족수양회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말

씀과 교제와 기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뜨겁게 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체험합시다!  

 

◈ 수양회 안내       

수양회 장소: Clarion Hotel & Conference Center, 901 Dual Hwy., Hagerstown, MD 21740 

1. 아침식사   아침식사는 간단한 양식(달걀, 쏘세지, 와플)으로 호텔에서 제공하며 방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사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이지만, 수양회 스케줄에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2. 수영장   호텔 수영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입니다. 수영장에는 인명 구조원

(lifeguard)이 없으므로 홀로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이빙은 금지되어 있고, 물깊이

는 3피트에서 5피트까지 입니다. 

3. 출입구   호텔 출입은 현관이나 뒷문, 미팅룸으로 가는 복도에 있는 옆문을 사용하시기 바

랍니다. 미팅룸에서 직접 밖으로 나가는 문은 비상시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호텔 Quiet Time   밤 10시 이후에는 방이나 복도, 로비 등 호텔 어느 곳에 있든지 소리를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크닉 장소: Cowans Gap State Park, 6235 Aughwick Road, Fort Loudon, PA 17224 

1. 선발대   9/4 주일 아침에 피크닉 준비를 위해 선발대가 먼저 출발합니다. 피크닉 셑업

(set-up)할 때 필요한 물품을 가져오신 분들은 선발대 리더(전성국집사)께 미리 연락주

시기 바랍니다. 

2. 보트렌탈   보트(rowboat, foot-pedal boat) 렌탈은 한 시간에 $12입니다. 한 보트에 4명

까지 탈 수 있고, 13세 미만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3. 해수욕장   해수욕장에도 구조원(lifeguard)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해수욕하러 가면 부모

님들이나 어른들이 항상 동반해주셔서 안전하게 수영하며 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

탁드립니다. 샤워장, 탈의실은 해수욕장 가운데 입구에 있습니다. 

4. 낚시   낚시는 가능한 한 지정되어 있는 fishing pier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미끼(night 

crawler)는 준비팀에서 제공합니다. 

5. 쓰레기   식사 후 쓰레기는 trash bag에 차곡차곡 넣으셔서 부피가 많이 되지 않도록 협

조 부탁드립니다. 

주일 저녁식사 장소: Supreme Buffet, 545 Dual Hwy., Hagerstown, MD 21740 

1. 오시는 길   피크닉 장소로 오던 길로 되돌아 가서 I-81S를 타고 내려가다가, 메릴랜드로 

들어온 후 Exit 6A(US-40E) Washington Ave로 나옵니다. 곧장 가시다가 두 길이 합쳐

지면서 S Cleveland Ave를 만나늗데 Supreme Buffet는 건너편 오른쪽 쇼핑센터 안에 

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면 입구에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2. 식사 후, US-40E로 두 블락 더 내려가시면 수양회 호텔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메 릴 랜 드 

소망교회 
        KOREAN HOPE CHURCH OF MARYLAND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충만한 삶" (로마서 15:13) 

쉼과 나눔이 있는 교회 ◦  사도행전적인 교회 ◦  믿음의 성장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Lead Pastor) : 이웅기 (Woongki Lee)  ☎ 410-795-6270 (목사관)  

교   회: 14135 Burntwoods Road, Glenwood, MD 21738 
  (c/o Gethsemane Baptist Church) 

교육관: Hope Church Ed Annex, Bethany 40 Center, Unit 201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2 

홈페이지:  http://mdhopechurch.org 

주일설교 영상(youtube):  http://goo.gl/numaZS 

주제: 하나됨 (UNITY) 

제제11회 전교인 가족수양회회 전교인 가족수양회  
2016.9.03 (토) ~ 9.05 (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3)  

http://mdhopechurch.org/
http://goo.gl/numaZ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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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인 가족수양회 순서: 첫째날 

2016년 9월 3일 토요일 오후 8:00-11:00 

1. 예배 (Worship)   

환영의 말씀 ....................................................................... 이웅기목사 

찬양과 경배 ..................................................................... 인도: 찬양팀 

대표기도 ........................................................................... 유재구장로 

성경봉독 ......................출애굽 33:11, 32:31~32................... 유영진집사 

말씀: 강의 I ............"여호와, 모세의 친구 (하나됨의 삶)" .......... 김순일목사 

광고 ................................................................................ 이광천집사 

주기도 ................................................................................... 다같이 

2. 교제 (Fellowship)  인도: 진행팀(이광천/전은미/천종호) 

조각소개(Introduce One Another in Teams) ....................... 조별로 다같이 

게임 I: 무언전도(Wordless Communication) ................................. 조별로 

전교인 가족수양회 순서: 둘째날 

2016년 9월 4일 주일 오후 7:30-11:00 

1. 예배 (Worship)   

찬양과 경배 ..................................................................... 인도: 찬양팀 

대표기도 ........................................................................... 소병전집사 

성경봉독 ...............................룻 4:13~17............................ 소경숙집사 

말씀: 강의 II ............"룻과 보아스 (교회의 기본과 개척)" ........... 김순일목사 

광고 ................................................................................ 이광천집사 

주기도 ................................................................................... 다같이 

2. 교제 (Fellowship)  인도: 진행팀(이광천/전은미/천종호) 

게임 II: 율동대회(Eurhythmics) ................................................... 조별로 

게임 III: 1+1(One Plus One) ..................................................... 두 조씩 

3. 비전 (Vision)   

대화의 밤 ................................................................. 사회: 이광천집사 

개척교회의 모델 ................................................ 김순일목사/이웅기목사 

기도회 ..................................................................... 인도: 이웅기목사 

전교인 가족수양회 순서: 셋째날 

2016년 9월 5일 월요일 오전 9:00-11:00 

1. 폐회 (Closing)   

성찬식 (Lord’s Supper) ........................................... 인도: 이웅기목사 

마침기도회 (Closing Prayers) ................................................. 다같이 

2. 정리 및 체크아웃 (Pack & Check Ou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