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임목사 담임목사 
담당목사 담당목사 
담당전도사   담당전도사   
담당전도사담당전도사
교      장  교      장  
섬김이들   섬김이들   

조재진 

이상헌(010.9866.8608) 

이재영(010.4210.8627)

윤채은(010.3711.1424)

장영준 권사

구은경  박권선 

장   신  최두현 

정운산

김환웅

양희아 

김해곤

최하라

정소윤 

회   장회   장
부회장부회장
총   무총   무
회   계회   계
서   기서   기

마을지기  마을지기  
 

미디어팀미디어팀
찬 양 팀찬 양 팀
바 락 팀바 락 팀

         

구은경  김지은

권성광  박진환

박예진  왕선웅

이형미  양동웅
          
류   석

권성광

장지혜

김원기

박예림

조용현

안영환

이유영

라연욱

이혜진

중보기도중보기도
선     교 선     교 
홈페이지홈페이지
교 적 팀  교 적 팀  
카이로스  카이로스  
브 솔 팀브 솔 팀
새가족팀 새가족팀 

WWW.VISIONYDD.ORGWWW.VISIONYDD.ORG

청년교회를 섬기는 이들청년교회를 섬기는 이들 기   도기   도 특   송특   송 다음주다음주

헌금위원헌금위원

성경봉독성경봉독

  

 

   지난 주   지난 주
헌금 명단헌금 명단

12/0912/09

12/16 12/16 

12/2312/23

12/3012/30

민재영

허   용

서새롬

신하은

박지은

이동준

원준호

2013’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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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단122111자자12단단22명221명단명단자 자

환영해요환영해요 - 용두동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12월,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분들의 생활 속에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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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동 청년교회
주일예배

2012. 12. 2비전말씀교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다함께

임다솜(92)자매성경봉독

설교 이상헌 목사

다같이헌금

코이노니아 박원복 회장/이상헌 목사

주제찬양 다함께

축도 이상헌 목사

     ‘’왕이 어디계십니까?“

성령이여 내 영혼을

마탭복음2:1~8

 박원복(89)형제

 

경배와찬양

기도

 예    배 예    배 - 오늘은 씨앗헌금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4주간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대강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절기가 되길 바랍니다. 

 해외 선교 해외 선교 - 내년도 해외선교(피지, 미얀마) 선교 모임이 오늘 오후 5시00분에 천해홀에서 있습니다. 
   선교팀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지 : 1월 6일(주일)-14일(월),    미얀마 : 1월 29일(화)-2월 6일(수) 

 

십 일 조: 십 일 조: 우  정  강  웅  이신욱  우  미  신동건  박진환  박예진  정희은  
김환웅  김성희  장혜숙  이지연  박찬미  원준호  무명 1명

감사헌금: 감사헌금: 박진환  신동건   민재영  정희은  박원복  무명  

 

청년동정청년동정 - 사역: 박예림87 (양광교회 청년부)

최애리(1)  채기선(8)  송만규(13)  장혜숙(14)  이현수, 양동웅(19)  우 정(20)
김요섭(26)  강  웅, 박승건(29)  

  강태신 형제

  조아라 자매

- 내년도 신입생들이 청년교회에 잘 정착 할 수 있도록 도와줄 멘토를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 20명 내용 : 전화 및 문자, 기도 후원
  (가능할 경우) 신입생 행사 협조(12월 22일 토요일 오전부터 예정)
   (신청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임원단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3 고3
멘토 신청멘토 신청

- 현재 6시에 진행되는 토요기도회가 12월 22일(토)부터는 5시에 진행됩니다. 
   토요기도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힘이 되어 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토요 기도회토요 기도회

생일감사:생일감사: 이미영  우 미  박찬호

당회당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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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