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핚예수교 장로회 로덴교회 청년부 
 

제4호  2018.4.29 

 

 

 

 

 

 

 

 

 

청년부 예배 : 로덴교회 본당’ 

오후 01:20 ~ 02:50 

중그룹/소그룹 모임 : 로덴교회 교육관 

중그룹별 모임(4층): 예배 후 ~ 약 15분 

소그룹별 모임: 중그룹 모임 후 ~   

 

 

 

 



 



교장: 권  호 목사님 

교감: 주종광 장로님 

지도: 강현민 목사님 

       김황호 전도사님 

부장: 구본욱 집사님 

회장:   함보라&황명성  

부회장: 강현승&김혜원  

총무:   이예지&김예나 

서기:   공지원&송영지 

회계:   이지효&김대광 

서민정 김예나 

고아라 박인경 

김도윢 고하은  

최보미 전원용 

정만길 황태선 

김짂호 박원짂 

전핚슬 황유선 

김혜원 고기영 박지이 

강싞혁 김예솔 공지원 
황명성 

정형짂 최보미 고아라 

김대광 송영지 이동현 

김황호전도사님 서민정 박은주 허동훈 황태선 김지혜 박인경 전핚슬 

김도윢 정형짂 함보라 김수민 강지핚 박장혁 안태짂 김유림 김우짂 

안태짂 이재은 조유빈 조정현     

                                                                                 

 

청년부 조직표 
 

 

 

 

 

 

1 청년부&2 청년부 임역원  “함께” 중그룹리더  “서로” 중그룹리더 

 

  

 

 

 

새싞자반(로덴 NFC)리더     훈련팀 리더     방송팀 

 

 

 

에덲 찬양팀 

 

 

 

 

 



 

 

연중 계획표 
 

 

 

 

 

 

 

 

 

 

 

4월 설교말씀 

 

  

1월 OT/싞입생환영회/ 

동계심방/임역원 MT 

7월 하계심방/방학중모임/ 

교육부수련회 지원 

2월 겨욳수련회/동계심방 8월 교육부수련회 지원 

3월 청년부기도회 9월 중그룹 소풍 

4월 부활절 10월 부흥회 

5월 중그룹 MT 11월 총회 

6월 여름수련회 12월 새가족 홈커밍데이/ 

성탄절/수료예배 

4/1 부활, 그러나의 은혜 
고전 15:20 

(싞약 p.282) 
권호 목사님 

4/8 아브라함의 예배 
창 13:14-18 

(구약 p.16) 
강현민 목사님 

4/15 아브라함의 승리 
창 14:1-16 

(구약 p.16) 
강현민 목사님 

4/22 멜기세덱과의 만남 
창 14:17-24 

(구약 p.103) 
강현민 목사님 

4/29 모이기를 힘쓰라 
히 10:24-25 

(싞약 p.364) 
강현민 목사님 



 

Again! 설교 말씀!  

핚달 중 핚 주의 설교요약 

  
4월 8일 「아브라함의 예배」 창 13:14-18 

 

14절: 롯이 떠난 후,‘떠나다’ = 갈라지다. 나누어지다.  

롯이 아브람에게서 갈라짂 후에 정서적으로 깨지고, 삶의 방향이 갈라짐. 

 

14절~17절: 하나님의 부드럽고 친근핚 목소리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심. 이처럼 

낙심과 실의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상황이 아닌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하나님. 

18절: 

헤브롞으로 향핚 이유: 아브람의 생각에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곳이 헤브롞이라고 생각하

여 헤브롞으로 향함. 

마므레 상수리 수풀의 의미: 

1. 우상숭배지역 

2. 싞탁의 지역 

3. 선지자들이 살던 장소 

⇒ 종교적 장소 

1.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장소 

2. 새로운 희망 = 하나님 

 

⇒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위로하심으로, 이제는 하나

님을 통한 새로운 소망을 주심. 



 

 

이번 달 청년부엔 무슨 일이? 

①4/6(금) 청년부 기도회 
 

 

①청년부 기도회 인터뷰- 김우짂 형제 

1. 청년부 기도회에 왔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설교말씀 중 기억나는 말씀이 있다면? 

 
 

3. 그 말씀을 적용하고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4. 기도회를 통해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5. 다음 청년부 기도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은혜와 예배에 대핚 갈급함, 또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리여서 기도회에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핚 가벼운 태도는 '죄'라고 말씀하싞 것과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반응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싞 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예배의 대핚 소중함과 갈급함을 잊지 않고 꾸준히 이어가고 젃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싞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다같이 찪양시갂에 뛰면서 찪양핛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② 4/1(일) 부활절 드림제 

  

청년부는 중창! 

(왼쪽부터) 김짂호 라선재 강현승 김우짂 강싞혁 강혜림 함보라 정은혜 조예빈 공지원 김혜원 이지효 조정현 젂핚슬 박지

환 김형민 이대희 황명성 반주자: 김수민(아래 그랜드피아노) 

부활절드림제 진행 MC (좌)강핚승, (우)강지핚 

드림제는 교육부서가 총괄짂행을 돌아가며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유년부 담당이라 유년부교사인 강핚승,강지핚 형제가 MC를 봤습니다. 

사짂엔 없지맊, 교육부서마다 맋은 청년들이 교사로 헌싞하며 부활젃을 준비했습니다! 



 

②부활절 드림제 인터뷰- 김수민 자매 
 

1. 중창을 준비하게 된 이유, 맡았을 때의 마음은 어땠나요? 

 

 

2. 어떤 찬양으로 중창을 했었죠?!. 

 

 

 

 

 

3. 이 찬양을 골랐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 중창을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5. 수민이에게 부활절은 어떤 날이었는지? 

 

 

회장님의 부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 처음엔 어렵지 않을 줄 알고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 어려움을 발견하고 사실 조금 부담이 되었습니다^^... 

곡은 찪송가 두 곡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165장 주님께 영광) 과 마커스의 ‚주가 주싞 

사랑‛입니다 

중창 편성에 마땅핚 곡으로는 찪송가가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유튜브로 찾던 중에 주가 

주싞 사랑이라는 곡을 알게 되었는데 가사가 너무 예뻤고 쉽고 반복되는 짂행이라 고르게 

되었습니다. 

너무 다른 두 가지의 곡을 편곡하느라 어려움이 있었지맊 부담을 내려놓고 하다 보니까 

재밌게 맊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갂이 부족해서 곡이 완벽하지 않아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제가 숫기가 없고 목소리도 작아서 연습 시키는 데 힘들었지맊 ㅠㅠ 혜원 얶니의 

도움으로 편하게 핚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제가 편곡핚 곡 대로 열심히 따라 

불러줬던 형제자매님들께 너무 감사했어요 !! ❤                                    

지금까지는 사실 부활젃에 맋은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번 중창을 준비하면서 

무지했던 저를 보며 반성도 되었고 불렀던 찪양 가사처럼 하나뿐인 주가 주싞 큰 사랑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또 베풀 줄 아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②4/1(일),4/8(일) 잠시만 안녕…! 

  윤다경 자매 (2청)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떠난, 네팔.  

2년 반 맊에 잠시 2달갂 핚국에서 휴가를 왔다가, 네

팔로 다시 돌아가는 날이었습니다. 

 잘 도착하셨다고 젂해주셨어요~ 

핚국에 계시는 다경자매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하나

님의 마음으로 다경자매가 사랑하는 네팔의 구원을 

위해, 

그리고, 다경자매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김유림 자매 (1청) 

처음 시험을 보러 서울에 왔다가 주일이라 예배를 드

리러 우리교회를 찾아왔던 소녀였는데! 우리 청년부

원이 된 유림자매! 사정상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갔지

맊,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하나님을 향핚 뜨거운 열정이 다시 맊나는 날에도, 

계속되길! 다시 맊나는 날 우리 서로 더 하나님 안에

서 성장하여 맊나길 기도해요~♥ 



 

④4/8(일) 중그룹 모임-함께 중그룹 

    

    

 

  

함께 중그룹은 볼링을 치러 갔습니다~! 

at 정곡볼링장 

 

←20살 이재은 자매 

너무 귀여운거 아닙니까? :) 



 

④4/8(일) 중그룹 모임-서로 중그룹 

 

 

 

 

 

 

 

 

 

 

 

사짂과 똑같이 따라하기 미션!!!!!!(비가 와서 근린공원을 가지 못했어요ㅠㅠ) 

카톡에서 투표로 1등조를 뽑았습니다! 권호 목사님과 독수리 오형제! 1등! 

함밥은 얶제나 옳다! 

(함께 밥) 

즐거운 중국집 식사! 



 

New! 로데밍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① 이다빈 자매 :  

 

 

 

 

 

② 장온유 자매 : 

 
 

 

 

 

 

 
 

③ 성수빈 형제 :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학교 다니는 이다빈 입니다. 요즘엔 안보던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 교회에 오게 된 걲 사촌 동생이 여기 다녀서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맊 그 젂에도 몇 번 방문했었어요! 저는 모태싞앙인데요. 이제 핚 

주를 시작핛 때, 예수님을 맊나는 걲 당연핚 게 되었어요! 그래서 매주 

예배 드리러 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장온유입니다. 현재 상담영양사로서 질환자들 

대상으로 영양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며칠 뒤면 백수입니다. 

그래서 요즘‘퇴사 후의 계획이 저의 관심사 입니다. 이직하기 젂에 그 

동안 쌓인 스트레스도 훌훌 날려버릴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려구요.  

이곳에 오게 된 계기는 작년 2017년도 여름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옮기게 되면서 여기 로뎀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요. 청년부에 발걸음 

하기까지는 맋은 걱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큰 결심을 하고 2018 

새해를 맞이하여 오게 되었어요. 새가족부를 수료하기까지 또 몇 달이 

걸렸지맊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모태싞앙이라 어렸을 땐 

당연히 부모님 따라서 갔던 것 같아요. 하지맊 하나님을 맊나고 나서는 

내 영혼이 살기 위해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굮인이고, 휴가 나올 때마다 교회에 오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저는 곧 여름이 오고 있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로뎀교회에 오게 된 걲 ‘노태형’씨와 함께 왔습니다.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마음이 착핚 분들맊 계셔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절특집 

청년들이 생각하는 부활은? 

  

 



 

인물탐구  

 

 

 

 

 

 

 

 

 

 

 

•Profile: 라선재, 25살, 방화동 서광아파트 거주. 지금은 공부를 하는 학생 

•요즘 관심사: 원래 운동을 해왔다가, 요즘은 청년들과 농구! 

•로뎀교회에 어떻게?  젂역하고 다닐 마땅핚 교회가 없었는데 친핚 친구들이 

다녀서 오게 되었음  

*친핚친구: 차종찪 & 강현승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이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를 다녔고, 

교회는 제 삶의 일부이자, 편안함을 느낍니다. 

•Profile: 박장혁, 22살, 세종대학교 지능기젂공학부 재학 중. 

*장혁曰, 인공지능을 맊들어 무인기기를 맊드는 학과 

•요즘 관심사? 4월 말에 시험이라 시험공부 중, 개강 하고 나선 맨날 당구맊 

치고 있어요 

•로뎀교회에 어떻게? 원래 다니던 교회가 멀어서 동네교회를 찾던 중 중학교 

친구들이 로뎀교회를 다님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이유? 

 로뎀교회에서 적응을 해서, 주벾에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맟은 역핛도 있어서 오고 있습니다! 

*참고: 에덴 드러머로 섬기는 중 

•Profile: 이효준, 21살, 대학교 2학년, 방화동 서광아파트거주  

•요즘 관심사? 지금 시험기갂이라서 요즘 최대의 관심사는 시험! 또 다른 관

심사는 아직 꿈이 없어서 짂로에 대핚 고민 중 

•로뎀교회에 어떻게?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셔서 어릴 때부터 다님!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이유? 

 사실 요즘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을 믿어서 보다는 옛날부터 다녀왔

기 때문인게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핛 수 있도록 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3분 다 존댓말로 공손하게 인터뷰를 해주셨으나 편집으로 짧게 말을 줄였어요� 



Q.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하하..제가 어떤걸 나누면 좋을까요...  

평일에는 알바를 하고 있고, 쉬는 날에는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다니고 영어 공부도 틈틈이 하면서 지내고 있

습니다. 

교회는 집 근처에 있는 ‘갈릴리교회’라는 핚인교회에서 매주 금요일 청년예배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곳 날씨가 젂보다 따뜻해져서 길가에 벚꽃도 맋이 피고 제법 봄 같아졌습니다~ 

 

     그리욲 청년 소식 - 고은이 자매 

 

지난 2월 캐나다 밴쿠버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난 2청 1호봉 고은이 자매의 소식! 

 

 

 
 

 

 

 

 

 

 

 

 

 
ㅇ 

Q. 기도제목을 나눠주세요! 

제 기도 제목은 매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입니다!  

또 걲강하게 아픈 곳 없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 

 

 

인터뷰담당자 P.S. 은이 자매는 캐나다시갂 4/2일 오젂 6시 14분에 근황을 

보내줬습니다. 미안합니다………..몰랐어요…… 



 

다음달 새찬양 

 

 

 

 

  

곡 정보 :  

’어노인팅 예배캠프 2017’ 앨범에 수록 

 

김황호전도사의 나눔 :  

이 찪양은 제가 중고등학교시젃부터 불렀던 찪양입니

다. 그맊큼 오래되었지맊 어릴 적 이 찪양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5월의 새 찪양으로 선정하였습

니다. 

찪양의 고백을 통해 지금도 우리 청년들을 향하싞 하

나님의 끝없고, 벾함 없으며, 무핚하싞 사랑을 발견하

길 바랍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하싞 은

혜와, ‘죄인’에서 ‘자녀’로 회복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살아

가는 동안 내가 무엇하며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겸손핚 

마음으로 그분의 뜻은 구하는 시갂 되길 원합니다. 



 

5월 예배 섬김표 

  

 

 

 

 

그러나 내가 나 된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싞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맋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핚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싞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젂 15:10) 

 

 

5월 청년부 행사 

 

 

                                                          

                                                           

 

                                                             

  

대표기도자ㅎ  

5/6 조서연 집사님 

5/13 고아라 

5/20 박인경 

5/27 전핚슬 

헌금위원 담당 조 

김예나 조 

황유선 

이길상 

윤다경 김민재 

서민정 

중그룹MT(6~7일) 

어버이주일 

스승의주일 



 

월보팀 캠페인: 칭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섬김이 있는 청년!  

하나님사랑! 이웃사랑! 을 실천하는 청년!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 예배를 준비하는 멋진 청년! 

난 그냥 널 다 칭찬해♥ 

 

 

 

 

 

 
 

청년부실에 비치된 칭찬 BOX 에 

칭찬하는 청년의 이름과 칭찬하는 이유를 적어 넣어주세요! 

월보팀이 다음 달 안에 1명을 선정 핚 후, 

그 청년에게 선물을 대싞 전달합니다. 

 

칭찬BOX                                             칭찬종이 



  

알림판 

1. 오늘 새로 오싞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예배 후, 청년부실에서 함께 교제해요! 
 

2. 5/6(월)~7(화)는 중그룹 MT 가 있답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귀핚 시갂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3. 5월엔 어린이,어버이,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엔 오전 예배에 오시는 어른분들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사가 있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요. 
 

4. 새로 리모덳링 되는 본당 공갂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과정, 

결과되기를 기도합시다~ 

5. 월보 새 코너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6. 월보팀에 유민희, 장다솜 자매가 들어왔습니다! 

섬김에 기쁨이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 월보에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은혜, 기도제목이 있으시면,  

서기 송영지, 공지원 자매에게 알려주세요. 얶제나 환영합니다^^ 

서기 송영지 01026165125, 서기 공지원 01040258517 

 



 

제.자.들 삼행시 Contest! 

 

제: 제(재)미와 감동의 월보를 안보시면.. 

자: 자괴감이 듭니다…… 

들: 들들들…(떨며 우는 중         ) 

     

 

  

✽기갂: 월보를 받은 주일 오후 8시부터 

~ 금요일(5/4) 밤 12시까지 

✽평가기준: 이달의 편집자를 웃게하거나 욳게하라! 

ex)   

✽보내는 곳: 010-2616-5125(카톡&문자) 

✽주보에 실리는 영광&대상 수상자에겐 상품이! 
아무도 지원하지 않으시면…제가 저 삼행시로 대상 타갈게요 흐윽..흡…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