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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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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계절,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활기차게 다시 시작하는 3월 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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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두동 청년교회
주일예배

2013. 3. 10
 

비전말씀교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설장수(84)형제성경봉독

다같이헌금

코이노니아 박원복 회장/이상헌 목사

축도 이상헌 목사

설교 이상헌 목사“실수로부터 다시 시작하기”

특송 김지은 셀“소원 ♬”

“봉헌특송 : 우 정자매 ♬”

주제찬양 다함께“우릴 사용하소서”

 

다함께경배와찬양

이형미(84)자매 기도

여호수아 9장 16-21절
(구약.332P)

 

십 일 조 : 십 일 조 : 구슬기  우   정  신동건  김환웅  조용현  이재성  박예진  신하은
                양동웅  박한나  황병현  이지영  전부다푸름 
감사헌금 : 감사헌금 : 신동건  최애리  남상은  박예진  박예진  이유영  장지혜  무명2명 
 

 
 

 

박진환(5), 우호균(6), 김영섭(14), 최다예(15), 이상우, 황태진(17)
김영산, 구은경(20), 임성모(26), 신동건, 손나래(27), 김남곤(29)

  임정환 형제

  오지원 자매

- 3주간 “RESTART”라는 주제로 3주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번째 시간으로 ‘실수에서 다시 시작하기’ 입니다.    ‘    다음 주는 ’일상에서 다시 시작하기’ 입니다.
예배 안내예배 안내

- 2013년 선교헌금에 대한 작정서가 주보 간지로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작정하고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 셀별로, 또래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헌금 작정선교헌금 작정

- 3월부터 큐티 명칭이 “날마다”로 변경됩니다.        3큐티 교재는 “컴퍼스 바이블 스터디”로 변경됩니다.        책은 완성본(18,000원, 2달치), 발췌본(3000원, 1달치)이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안내데스크에서 양동웅간사님께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날마다

- 2013년 전반기 성경학교와 제자훈련을 개강합니다.        3월 17일(주일)까지 신청(셀리더 또는 목회팀) 받습니다. 훈련시작 : 3월 17일 주간
   성경이해반-신구약 중간사, 복음서 (이상헌 목사- 매주화요일, 6주과정, 통성경길라잡이)
   제자훈련반 (이상헌 목사-매주 목요일, 12주과정,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기초양육반 (박요한 전도사-매주, 주일반, 6주과정)

성경학교성경학교
 제자훈련 제자훈련

- 3월 30일(토)까지 오전 5시 50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40일” 이라는
   주제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 겟세마네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사순절특별사순절특별
새벽기도회새벽기도회

- 3월 24일(주일)은 종려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묵상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정결함과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예배십자가 예배

- 이번 주 고대 기숙사 전도는 14일(목) 오전 8시 2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고대 전도고대 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