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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

       생일자 명단

환영해요환영해요 - 용두동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의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한 달이 되길 소망합니다. 

  

해외선교해외선교 - 내년도 해외선교(피지, 미얀마) 선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에 천해홀에서 있습니다. 
   선교팀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지 : 1월 6일(일)-14일(월) 
   미얀마 : 1월 30일(수)-2월 6일(수)

 

      

(현재 생일자 명단에 빠진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셀리더들은 확인 후 이유영 팀장에게 전달 바랍니다.)

용두동 청년교회
주일예배

2012. 11. 25

비전말씀교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다함께

송기륜 (93)형제성경봉독

설교 이상헌 목사

다같이헌금

코이노니아 김환웅 회장/이상헌 목사

주제찬양 다함께

축도 이상헌 목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울어라“

성령이여 내 영혼을

시편31:9~16(구약.822P) 

 채기선 (84)자매

 

♪

경배와찬양

기도

 예    배 예    배 - 다음주일은 씨앗헌금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다음주일(12월 2일)부터는 강림절(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이 시작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강림절 주제 : 출발선에서

셀 전도셀 전도 - 이번 주 셀 전도는 박예림 셀입니다. 

 

박은현  양선화  윤형주  조용현  라연욱  박예림  김예슬
감사헌금: 감사헌금: 양선화  이신욱  정소윤 

 

김예슬(2)  서신지(3)  장경환, 김은비(6)  김환웅, 박지영(7)  김성열(8)  
마정연, 이지은(9)  조동진(11)  양희아(14)  박찬호(21)  김해곤(22)  정희은(23)  
우  미, 이미영, 박한나(24)  이유영(27)  장지혜(30)

  강태신 형제

  조아라 자매

설거지설거지 - 이번 주 설거지는 안영환, 박주선 셀입니다.   

- 2012년 당회가 12월 9일(주일)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입교인(만 18세 이상, 세례교인)은 모두 당회원입니다.
  꼭 참석하여 교회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당회당회

- 2013년도 교회학교 교사로 섬길 교사를 모집합니다.
  (분반 지도 교사, 찬양팀 교사, 보조교사 등)

 교회학교 교회학교
교사 모집교사 모집

- 내년도 신입생들이 청년교회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멘토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20명 내용 : 전화 및 문자, 기도 후원
  (가능할 경우) 신입생 MT 협조(12월 22일 토요일 오전부터 예정)

 고3 고3
멘토 신청멘토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