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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 최교순

설교 조재진 목사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카페(에클레시아)에서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환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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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땅 끝에서 예배하는 삶

2.부르심의 뜻을 아는 삶

3.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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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청년예배
 2009.07.12

청년교회를 섬기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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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주는 교육부 특별 새벽기되회 입니다.
- 쳥년담당 새벽예배는 7/17 있습니다.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국내선교팀
       모임 및
     훈련안내 

 - 일시: 8월 3일 ~ 8월 5일 
 - 국내 선교팀 훈련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 청소년 카페)
    * 7/12 - 제 1강: 농어촌 선교의 필요성과 의미

여름 수련회 - 여름수련회가 110명의 청년이 참여하여 은혜아래 잘 마쳤습니다.
   깨달은 말씀, 받은 은혜가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순종하고 실천합시다.

 

청년담당
새벽예배

청년동정 등록신청 -  김동혁(87) - 이혜진 인도

코이노니아 조세영 목사

주제가 다함께

축도 조세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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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다예 자매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_”   지난주 
헌금명단

십 일 조 - 강혜미  김성열  이슬기  박은현  우 정  신아름  
                 김은영  양희아  박지영  김형모  무명 1

감사헌금 - 최민용 무명 1

        7월 
Q.T Zine

소그룹 모임과 개인경건의 중심인 7월 Q.T책이 나왔습니다. 
예배후 셀별로 찾아가 주세요.(문의: 변진희 자매)

- 제9기 제자훈련, 제10기 기초양육반 수료예배가 다음 주(19일) 예배시 있습니다.제자훈련
수료예배

- 매주 오후1시 천해홀 강단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보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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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마지막으로 청년 교회와 한 가족이 된 소감!!

무슨 소개를 해야할지..-ㅠ-
05학번이고, 막 졸업하여 갓 신입사원이 된 김아람입니다 :)
전공은 경영과 응용통계를 했습니다~
현재 삼성증권 종로지점에 근무중입니다 :)

성격: 긍정적, 나름 고집있고, 변덕도 쫌 있고, 그래도 외곬수는 아닌.. 성격이랄까..
취미: 피아노, 책읽기
특기.. 가 있긴 한데- 일단 이건 신비주의로..^^;

좋아요! 셀리더 언니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이 너무 좋아서 반했어요+_+ㅋ
착하고 어른스러운 영진이도 참 좋구요- 대만족입니다^^

없습니다..ㅠㅜ 이상형은, 예수님에 미쳐있는 사람이요 :)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절 아끼고 배려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좋습니다^^

설렙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왜 우리 삶에는 
       퇴수가(退修)필요한가?”

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새가족 - 김아람(86)(86)(86)

조세영 목사

(창28:10~22)

05학번이고, 막 졸업하여 갓 신입사원이 된 김아람입니다 :)

(86)

목사님 말씀이 좋다는 소문에 왔습니다! :)ㅋ
혼자 자취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 교회를 다닐 생각을 한 뒤, 이모께서 조언해주셔서 왔어요-
우연찮게 4년만에 형모오빠도 만났구요 :P ㅋ

퇴수(退修)란 무엇인가? 일상에서 한 걸음 물러나 몸을 닦고 훈련한다는 뜻이다. 

천주교에서는 피정(避靜)으로, 개신교에서는 수련(修練)회로 불리워진다.

성경을 보면 퇴수(退修)는 하나님의 훈련방법이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의 공통점은 일상에서 

물러나 인내 가운데 훈련받고 쓰임 받았다는 점이다. 

본문에 야곱은 스스로 만든 악조건으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되고 자신보다 더욱 잔머리로 강한 라반을 

20년의 세월동안 성품과 신앙, 인격이 다듬어지게 된다. 즉 퇴수(退修)를 통해 성숙(成熟)이 이루어졌다. 

우리 삶에 왜 퇴수(退修)가 필요한가?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 복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다. 그러나 그 축복의 약속을 속임을 통해 얻었기에 집을 

떠나게 되고, 거기서 생겨난 한계와 위기 앞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해진다. 즉 떠남(退修)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과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헛된 것은 없다. 비전과 사명은 현장

에서 나온다. 주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라.

  둘째로, 균형 있는 영성과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신앙은 지정의(知情意)를 가진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기독교 신앙은‘불붙는 논리(Logic 

on fire)’이다.(로이드 존스) 말씀 없는 일상은 분주함과 무질서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퇴수(退修)를 

통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과 기도, 찬양, 교제가 풍성한 수련회는 우리 삶의 존재와 목적

을 회복시켜준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은 떠남은 축복(祝福)이었다.        

  셋째로, 기도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실화 시키는 코드이다. 우리는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잘못된 우선순위로 인

한 분주함과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

는 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쉬지 못하신다. (사62:6~7)균형 잡힌 인격과 훈련에 기름부음은 

기도를 통해 임한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하신다.  

6. 아람자매의 앞으로의 비젼에 대해 말해주셔요 ^^ !!
   '발걸음 닿는 곳마다 선교!' 가 커다란 비젼입니다-

올해 목표는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의 뜻 찾기' 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