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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의 첫 달입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는 한 달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교육관 2층)에서 행복한 만남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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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교회를 섬기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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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년 청년교회 수첩을 제작합니다. 셀별로 교적 정보를 확인해 주시고
  개인 사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사진이 없을경우 청년교회 자체적으
  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합니다.)
-예배후 셀모임 전에 마을별로 개인사진촬영이 있습니다.  

  청년교회
수첩제작

- 1월 18일부터 셀별 심방을 실시합니다. 셀리더들은 셀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셀별 심방

- 매주 토요일에 긍휼사역이 있습니다. (2마을 담당)
- 금요일 청년새벽기도 , 찬송:505장 “온세상 위하여”

사역

- 담임목사님과 함께 하는 기확회의가 17일 오후5시에 있습니다.
   (대상:섬김이, 임원단, 마을지기, 팀장) 

 기획회의
코이노니아 조세영 목사

주제가 다함께

축도 조세영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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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아람 자매

권성광 형제

신아름 자매

우   정 자매

윤승현 형제

김지석 형제

안정민 자매

기  도 특  송 다음주

헌금위원

성경봉독

박승건 형제

최다예 자매

希望拷問(희망고문)

단기선교 - 피지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역을 잘 마무리 하고
   무사히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요일 5:40분 인천국제공항 도착(오후1시 교회출발/오영석전도사님께문의)
- 8:30분 교회도착예정
- 단기선교 중보기회 월,화요일 저녁8시 지하유치부실에서 있습니다.  

     등록신청 10-4  김진호(85)
10-5  박현석(85)
10-6  신희도(86)
10-7  정은혜(84)

창 15:1-21

청년동정 등     반 : 김민곤(90) / 6마을 - 박은현 셀
          

1.최선을 다하는 예배 공동체

2.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

3.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 공동체

- 겨울수련회가 2월 7일부터 9일까지 있습니다. 미리 일정을 조정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수련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이다.
 
어떻게 우리 영혼안에 믿음이 생겨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하다.

믿음의 근원이신 성령님은 
한 가지 수단을 사용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그 수단은 바로 '말씀'이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눅 8:11
 
차갑게 죽어 있는 땅은 가시나무와 엉겅퀴 위에는 아무것도 길러내지 못한다.
그런데 농부가 좋은 씨앗을 가지고 와서 그 땅에 씨앗을 심는다.
땅은 씨앗을 받아들여 어둡고 은밀한 땅속에 가만히 간직한다.
 
햇빛이 비치고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 땅이 축축해지면
씨앗은 싹을 퇴우기 시작한다.
그러면 차갑게 죽어 있던 땅이 점차
아름다운 농작물을 길러내는 어머니의 품으로 변한다.
 
생명은 땅이 아니라 씨앗에 있다.
하지만 땅도 추수할 농작물을 길러내기까지 씨앗만큼 중요한다.
씨앗은 땅에서 생명을 부여받지는 않지만,
땅이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결심을 맺을 수 없다.
 
이 비유는 은혜로 주어지는 새 생명을 교훈적으로 묘사한다.
하나님의 말씀도 씨앗처럼 신성한 생명력을 그 안에 담고 있다.
아울러 인간의 마음은 땅처럼 그 안에 담고 있다.
아울러 인간의 마음은 땅처럼 그 안에 아무 생명이 없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은 씨앗 안에
땅을 풍요로운 들판으로 바꿀 수 있는 생명력을 부여하셨다.
땅은 그 자체로는 잡초 외에 아무것도 생산할 능력이 없지만,
씨앗을 통해 비옥하게 변한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살아 있는 씨앗은
죄인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싹을 틔워 열매를 맺는다.

구원을 갈망하는 죄인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력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는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다.
 
인간의 의무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해
열매 맺을 장소를 마음에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면 성령님이 말씀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어
믿음의 열매 맺게 하신다.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생명은 이미 말씀안에 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싹트기 시작한다.
 
말씀의 씨앗은 거룩한 생명력을 지닌다.
따라서 하늘의 씨앗을 취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우리 마음에 심고 소중히 간직하자.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도
최소한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이루어주실 거야'라고 생각하자.
 
씨앗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싹을 틔우며 자라기 시작한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의 말씀으로
마음을 충만히 가꿔야 한다.
 
참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롬 10:17)라는 성경구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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