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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교회를 섬기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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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도 특  송 다음주

헌금위원

성경봉독

장혜숙 자매

임성모 형제

1.최선을 다하는 예배 공동체

2.말씀에 순종하는 순종 공동체

3.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섬김 공동체

지난 주: 김남욱(9)  이신욱(11)  장현영(12)
이번 주: 임준형, 운지현(18)

      생일자 명단

6/20

6/27

7/ 4

7/11

이지은 자매

최연주 자매

이선미 자매

정희은 자매

 

황설희 자매

박승건 형제

신샛별 자매

유연승 형제

찬 양 팀

- 청년교회 예배(4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 합니다. 
   푸르른 여름의 문턱에서 영혼과 삶이 풍성해 지길 원합니다. 

  

성경학교 - 이번 주 성경학교 모든 반은 휴강입니다. 

  

6월 예배 안내 -  6월 한 달간 주제를 정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Theme : "Worship, Worshiper" (예배, 예배자)
    다음 주 예배 주제 : “예배는 콘서트가 아닙니다. (설교자 이재영 전도사) 씨앗 헌금 - 오늘은 씨앗헌금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 학교

- 선교팀원들은 선교 학교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교팀원 뿐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국내 단기선교 및
여름 수련회

- 국내 단기선교 및 여름 수련회가 8월 첫주(2~7일)에 있습니다. 
    국내선교는 1일(주일) 저녁 출발하고 수련회는 5일(목) 저녁에 출발합니다. 

새가족 환영회 - 200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등반한 새가족들의 환영회가 6월 27일(주일)에 있습니다. 

전교인 문예
작품 공모전

- 시, 수필, 신앙 간증, 독후감, 여행기, 꽁트 등을 6월 30일까지 공모합니다. 
    제출 : yddch1907@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 - 오늘 저녁식사 설거지는 3마을 입니다.

청년동정 등      반: 홍원준(90) - 왕선웅 셀 / 7마을
등록신청: (10-41)장지혜, (10-42)이성환, (10-43)이정연

입 례 송 다함께

봉헌 다함께

코이노니아 이상헌 목사

주제가 다함께

축도 이상헌 

목사

임재기도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경배와찬양 다함께

이승섭기도

권성광성경봉독

설교 조재진

봉헌 다함께

코이노니아 신동건 회장/이상헌 목사

주제가 다함께

축도 이상헌

설교 이상헌 목사

“당신의 제단에는 불이 임하는가?” 

요4:23-24(신약.148P)

성경봉독 김해곤 (88)형제(90)형제

(82)형제

목사

목사

기도 홍영주

목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얘수 우리 왕이여

예배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 합시다※

   지난 주
헌금 명단

십 일 조: 강혜미  박승건  박은경  박진환  신아름  신정미  
             양동웅  우   미  정베드로  무명 1명
감사헌금: 김태환  박진환  신희도  양동웅

군 입 대: 부석민(90)
입      국: _
등록신청: _

10_41 2010.5.30 장지혜 91 011-9916-3644 김빛나어머니
10_42 2010.5.30 이성환 89 010-5258-2840 유연승
10_43 2010.5.30 이정연 90 010-4416-6602 유영광
10_44 2010.5.30 류승하 88 종아언니어머니 010-5503-3939
10_45 2010.06.06 정재민 76 010-8299-3599
10_46 2010.06.06 당정 89 010-2852-0422 왕 초
10_47 2010.06.06 최단 85 010-3612-9060 왕 초



이상헌 목사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라.
(레위기9:1-7)

       배를 말하는 영어의 Worship은 가치를 말하는 Worth 와 신분을 말하는 Ship 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

       입니다. 존경과 존귀를 받을 가치가 있는 자.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 드리는행위를 할 때 사용합니다.

성경은 예배에 대해 크게 3가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구약 성경에서 예배라는 의미의 단어로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아바다는 봉사, 섬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예배는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샤하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

니다. 굴복하는 것, 자신을 엎드리는 것, 숭배, 순종의 의미가 있습니다. 샤하아라고 단어를 사용할 때는 자신을 

납작 엎드려 누구에게 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사용되어진 단어는 [프로스퀴네오]가 있습니다. 존경의 표시로 절하다. 굽어 엎드리다. 

입맞추다 라는 의미입니다. [샤하아]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에 24번이나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라트레이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종으로써 자신의 상전(주인)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4:10절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대답하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즉,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들을 종합해 보면 예배는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라는 뜻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 하나하나에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영광과 찬양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은혜의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헌신의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온 회중이 나아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하나님 앞에 선다는 개념입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입니다. 

삶이 예배자로 산다는 말은 예배자로 산다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1. 우리의 가치와 우선 순위,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 주인되는 삶입니다.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음

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분이 개입하시도록 마음 문을 여

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도록 우리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2.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만 참된 만족과 기쁨,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대폰을 갖고 다니는 것만큼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결코 평범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그분을 높이고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시간 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도,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1. 먼저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91또래 또래장 유영효입니다. 저는 드럼이 전공입니다.

   그리고 현재 부업(?)으로 쇼핑몰에서 피팅모델 일을 하고 있습니다.

   ※ www.fairplay142.com 입니다. 옷살 때  연락주시면 청년교인들은 모두 20% D.C!!!

    

2. 성격/ 장단점 자신만이 가진 독특한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처음 보는 사람은 어색하지만 일단! 친해지면 정말 재밌는 학생입니다.

   

3. 처음 용두동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가 있다면?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 용두동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4. 영효형제 신앙에 있어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마중물(Primming Water)이라는 선교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적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5. 현재 만나는 이성친구가 있나요? 또 이상형을 말씀해주세요.

   네 있습니다. 우히히 여자친구 생각만해도 좋아요. 이상형이라면 지금의 여자친구 처럼 

   세상에서 제일 이쁘고 착하고 저랑 마음이 쿵짝짝 잘맞는?? 

 

6. 마지막으로 청년교회에 바라는 점이나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청년교회가 아직 많이 어색하네요.ㅠ_ㅠ 배고픈 아티스트 입니다. 밥사주세요. 

    우리 밥먹으면서 친해져요~!! ^ㅡ^

 마르지 
        않는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스바냐3:17)

 김상진 zzins1234@lycos.co.kr 김상진 zzins1234@lycos.co.kr

Worship, Worshiper June, 6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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