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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효정극단 The Sunflower “찾아가는 예배” 교회 모집 건

          1.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의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효정기동단이라는 이름으로 500여명의 청년학생들이 전국각지에 파송되어 
‘2020 효정기동단 하계 개척’ 활동을 40일 기간 동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결의한 
문화예술인재들이 모인 “효정극단 The Sunflower”이 뮤지컬을 통한 찾아가는 예배를 
기획하였습니다. 
          3. 현장 교회 성장을 위한 「찾아가는 예배」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신청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업명 : 효정극단 The Sunflower “찾아가는 예배”

나. 목적
    1) ‘비전2027’ 승리 위한 예배 부흥
    2) 문화예술 콘텐츠 활용한 교육, 전도환경창조

다. 주요 내용
    1) 대    상 : 성화 학생 예배, 일반 식구 예배 
    2) 활동내용 : 효정공연, 말하기 활동(공과)

        3) 소요시간 : 1시간            
      가) 효정공연 스토리 요약

                        (1) 참아버님의 성화, 학생들의 고민



                        (2) 참어머님과 함께 했던 경험, 위로해드리겠다는 자녀의 마음
                        (3) 참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는 자녀들의 결의

     나) 효정공연 진행 순서
                        (1) 효정극단 소개
                        (2) 영상 시청
                        (3) 경배, 가정맹세, 대표보고
                        (4) 노래, 무용, 연기(기적소리뮤직콘테스트 음원 사용)
                        (5) 효정보고
                        (6) 어머님 말씀 영상 및 전국 청년학생들의 결의영상 시청

      다) 말하기 활동(공과)
                        (1) 주제 : 하늘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지
                                  무엇으로 참부모님의 뜻에 동참하는지
                        (2) 심정공유
                              

라. 공연 일정
    1) 공연 가능 기간 : 천일국 8년 천력 6월6일~7월4일(양.07.26~08.22)

                 

기간 일정
7월 12일~7월 18일 출정식, OT 진행
7월 19일~7월 25일 공연 연습

공연 
가능 
기간

7월 26일(일)

하루에 2개 교회만 방문이 가능합니다.

8월 1일(토)
8월 2일(일)
8월 8일(토)
8월 9일(일)
8월 15일(토)
8월 16일(일)
8월 22일(토)
8월 23일(일)

마. 접수방법
    1) 기  간 : 천일국 8년 천력5월24일~6월 27일(양.07.14~08.16)
    2)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메일로 제출 (hyojeonghero@gmail.com)

바. 문의 : 070-4245-6085(신한국가정연합 청년학생국)
사. 첨부 : 효정극단 활동 기획서 1부, 찾아가는 수련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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