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례송 다함께

신앙고백 다함께

기도 김은영 (78)자매

봉헌 다함께

코이노니아 조세영 목사

주제가 다함께

축도 조세영 목사

경배와찬양 다함께아름다운 세상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성경봉독 하현준 (89)형제

 

전12:1-2

특송 Jesus
Wannabe

설교 조세영 목사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카페(에클레시아)에서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환영해요

청년동정

5월 생일자

고년차 야유회

담 임 목 사  

담 당 목 사  

담당전도사   

교      장  

섬 김 이 들    

조재진 

조세영(016.778.1232) 

이재영(018.210.8627)

장영준권사

김연정  구은경 

신남숙 장신 최두현   

왕선웅

심예린 

라승욱

이지은

이현수 

회   장

부 회 장

총   무

회   계

서   기

마을지기  

 

바 락 팀  

미디어팀

         김지용

이창헌  김형모

안정민  이선미

박진환  이슬기

           이형미

          김선모

류채민 

신아름 

양동웅

허   평

황현규

김지은

김영섭 

찬 양 팀  

국내선교  

국외선교  

정 보 팀  

카이로스  

브 솔 팀 

긍휼사역 

1.땅 끝에서 예배하는 삶

2.부르심의 뜻을 아는 삶

3.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삶

1.땅 끝에서 예배하는 삶

2.부르심의 뜻을 아는 삶

3.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삶

WWW.VISIONYDD.ORG

주일청년예배
 2009.05.31

청년교회를 섬기는 이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0-2
      Tel:923-3393 Fax:926-8393

         금요
새벽기도회

이번 주 6월 5일(금) 오전6:00 / 장소: 본당 (특송: 352장)
                                             제목: 십자가 군병들아

선교팀 모집 - 국내선교(8.3 - 8.6) 월송팀, 가곡팀 
- 해외선교(8.5 - 8.12) 미얀마
＊선교에 참여할 청년들은 임원단 & 이재영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 - 조은지(87), 한아름(88), 배진성(88), 이인숙(87), 이상은(87) 
등     반 - 김남욱  7마을 / 박은현
              남순자  1마을 / 구은경 

   지난주 
헌금명단

코이노니아 조세영 목사

주제가 다함께

축도 조세영 목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140-2
      Tel:923-3393 Fax:926-8393

6/ 7

6/14

6/21

6/28

박지영 자매

강은영 자매

강혜미 자매

양동웅 형제

김태경 형제

김영민(84)형제

이형미 자매

김다래 자매

복진희 셀

김환웅 셀

김선모 셀

박지영 셀

기  도 특  송 다음주

헌금위원

성경봉독

유영광 형제

차나미 자매

“내가 정말 해야 할 것”

“그리스도의 계절”

6월6일(토)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모입니다. 

조주형(2) 김정헌(3) 김원희(5) 김은비(6) 이동건(9) 이미정(10) 
강주영(11) 김은영(17) 이신욱(25) 김지용, 김은혜(27) 김정훈(28) 
김평수(29)

십 일 조 - 김성희 김지수 김형모 류석 이창헌 최연주 무명 1명
감사헌금 - 류  석 이신욱 이지연 정희은 하현준 무명 2명 



 하나님은 세상에 최초의 조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가?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창조되었다. (Not same but equl) 

그러나 서로에게는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가정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깨어지는 이유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경적인 남,여 관계는 돕는 배필이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좋은 공간이다. 

이 가정을 이루는 것은 데이트로 시작해 결혼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만남(Date)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첫째로 내가 정말로 적합하게 생각하는 배우자의 기준과 이상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조건보다 성품, 성품보다 신앙의 기준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로, 하나님과 주변 사람에게 ‘나 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Ask)  

셋째로,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찾는 것이 중요하다.(Seek) 

할 수 있으면 가까운 곳에서 찾는 것이 좋고,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여행임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데이트를 통해 두드리는 일이다. (Knock)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짝으로 확신하는가? 

먼저 만남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기도하며 인도를 받는 일이다. 

마음가운데 확신과  하나됨(일치)이 있는가? 결정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강렬한 느낌(feeling)

보다는 이성을 사용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그 사람은 단점까지도 용납할 수 있을 때 결정하라!  

평생의 동행자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과 결혼, 그 이후 삶에서 하나님이 

그 과정의 주인되시는 일이다.  

1. 간단히 소개 한다면?

2. 저희 교회에 오게 된 동기?

3. 셀 분위기는 어때요?

4. 성격이나 취미 특기를 알고 싶어요.

5. 혹시 교제하는 이성친구나 이상형은?

6. 마지막으로 청년 교회와 한 가족이 된 소감!!

안녕하세여 ~ 저는 90또래 김승인이라고해요. 지금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구요 .
교회 다시 다니는건데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예전 유치원때부터 다녔다가 고등학교때 안나왔는데 친구가 다시 불러서 
오게 되었어요 

성격은 처음 만날 때는 어색해서 조용히 있지만 친해지고 나면 말이 많아지는 
스타일이구요. 취미는 축구하는 것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축구보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특기는 딱히 없구요

처음 셀이라는 곳에 들어갔을때 형 누나들이 잘 대해 주셔서 적응하기 편했구요 . 
맛있는거 사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

없습니다...
이상형은 그냥 말을 해봤을 때 말이 잘통하고 딱 처음 느낌이 중요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를 휘어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청년교회에 바라는 점도 함께요 .!!
청년교회 가족이 되서 기쁘구요. 또래들끼리 자주 만날수 있게 해주세요.!
 

새 가족 - 김승인(90)

“우리 결혼(結婚)할까요?”

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새가족 - 김승인(90)

조세영 목사

(창1:26~28)

안녕하세여 ~ 저는 90또래 김승인이라고해요. 지금 대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구요 .

새가족 - 김승인(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