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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딤후2:4)

       생일자 명단

환영해요환영해요 - 용두동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1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해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다시 꾸며, 그 꿈의 성취를 경험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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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동 청년교회
주일예배

2013. 2. 3
 

비전말씀교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김요섭 (89)형제성경봉독

다함께헌금

코이노니아 박원복 회장/박요한 전도사

주기도문 다함께

설교 송강범 목사“시선을 하나님께 맞춰라”

특송 “내려놓음”

주제찬양 다함께우릴 사용하소서

 

다함께경배와찬양

라승욱 (85)형제 기도

요한복음 15장 5절
(신약.173P)

 해외 선교 해외 선교 - 2013년 해외선교가 2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 기도회 : 2월 4일(월), 5일(화) / 저녁 7시 30분, 유치부실(지하)
 
  

 
십 일 조 : 십 일 조 : 최애리  김미라  정희은  이해림  김환웅  박예진  신동건
    구슬기  장혜숙  최교순  박한나  이재성  우   정  우   미  최애리
감사헌금 : 감사헌금 : 최애리  신동건  김동림  박지희  이재성  무명 1명
 

 
  

김경애(2), 하현준(3), 양지우(4), 이선미, 이지현(6), 김아람(8), 류석(12),  
문선화(14), 복진희(15), 민윤송(15), 박주선(17), 박병철(18), 최성민(20),
이승섭(22), 노희선, 이창헌(25), 최영민(26), 이윤옥(27), 박운진(28)

  임정환 형제

  오지원 자매

- 토요기도회가 5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요기도회는 모든 청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힘이 되어 주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토요 기도회토요 기도회

- 2월 17일(주일) ~ 19일(화) 예닮원(경기도 장흥)에서 
  겨울수련회가 "헌신" 이라는 주제로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과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후에 본당 로비에서 신청바랍니다. 가격은 29,900원입니다.  
  

겨울수련회겨울수련회

- 2013년 교회 장학금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2월 13일(수)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성적증명서 또는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신청서는 박요한 전도사(010-9205-8066)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장학금 신청

- 예배후에 본당 뒷편에서 이번달 큐티책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큐    티큐    티

이지은 셀 

- 94또래 멘토 멘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94’ 멘토멘티94’ 멘토멘티

  수 상 : 주예원(89)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 청년동정청년동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