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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신동건

김영진

김해곤

신동건 셀

김영진 셀

김해곤 셀

라연욱 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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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55
명단명단

5
명단명단

환영해요환영해요   용두동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정과 좋은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5월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과
  청년교회에 있길 원합니다.
       

 

      

 

십  일  조 : 십  일  조 : 우효균  윤형주  신동건  안영환  최화라  김원기  양동웅  김성열
                김환웅  무명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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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건  우  미

 

  김성연 형제

  한지예 자매

예배 안내예배 안내

   "날마다 말씀과 감사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날마다]는 5월부터
    모두 함께 사무엘상, 하를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 구입은 양동웅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성경 본문은 청년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날마다날마다

- 군입대 : 최봉재(93)
- 군휴가 : 장동건(92)
- 귀국 : 김진혁(92)       

청년 동정청년 동정

용두동 청년교회
주일예배

2013. 5. 19
 

비전말씀교독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원준호(93)형제성경봉독

다같이헌금

코이노니아 박원복 /이상헌 목사

축도 이상헌 목사

설교 이상헌 목사“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특송 90~92 또래“우리 ♬”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함께경배와찬양

손나래(88)자매 기도

로마서 14 :7-8
(신약. 258p) 

 이수연(3), 김혜원(4), 김민지(5), 박혜련(11), 김다애(15), 이영석, 박은경(16),
 홍준석(24), 신봉석, 주예원(25), 박윤희, 송기륜(26)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와 청년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5월 예배 주제는 “힐링-영원한 나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년감사예배 : 오늘은 주일은 93또래 성년감사예배로 드립니다. 93또래 뿐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크리스천 사회인 초청 세미나가 있습니다.
  강사 : 김정태 집사([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저자, 전 UN홍보담당관)

기획회의기획회의   5월 19일 주일, 5시 30분, 목회팀, 섬김이, 임원단, 마을지기, 팀장
     

남민아

강태신

양재환

남성현

다함께 성년감사의 시간

Cell on theCell on the
TableTable

  다음 주 세미나 후 모입니다.
  모든 셀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동대문 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 연합 집회
    5월 20일(월)~22일(수) 오후 7시 30분 전농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전농교회에서 드립니다.

집회집회

예배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또래모임또래모임    6월 2일(주일) 예배 후 또래모임으로 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또래장에게 개별연락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