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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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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해요환영해요
  용두동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6월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달이 되길 바랍니다. 
  
       

 

      

 

십  일  조 : 십  일  조 : 우  미  최애리  민재영  조용현  신아름  장지혜  김진혁
감사헌금 : 감사헌금 : 

 
  우  미  최애리  김진혁 

  최다운 형제

  송기륜 형제

예배 안내예배 안내

   "날마다 말씀과 감사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날마다]는 5월부터
    모두 함께 사무엘상, 하를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6월에도 계속됩니다.
    책을 구입하신 분들은 책값을 오늘 꼭 안내데스크에 내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날마다

용두동 청년교회
주일예배

2013. 6. 9
 

비전말씀교독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다함께

라연욱 셀

헌금

코이노니아 박원복 /이상헌 목사

축도 이상헌 목사

설교 이상헌 목사“코람데오”

특송 “생명의 주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함께경배와찬양

이현수(88)자매 기도

성경봉독 사무엘상 24 :1-7
(구약. 449p) 

 강태신(2), 장지선(3), 장혜선, 최봉재(4), 이신욱(11), 김정래(14), 조용현(15),
 김종명, 이신애(21), 전부다푸름(23), 김다래, 박진영(24), 이종아(26), 김영진(28)

 
   6월은 “날마다” 일정에 맞추어 사무엘서를 강해합니다.
   청년예배자 기도회가 1시 30분부터 자모실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예배 10분 전부터는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양재환

강태신

원서호

송기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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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리더청년 리더
수련회수련회

  6월 21-22일, 덕현리 수양관(교회출발 21일, 오후 7시30분)
  대상 : 목회팀, 임원단, 마을지기, 셀리더, 팀장
     

에클레시아에클레시아
기도회기도회

  본교회에서는 6월 한달간 월,화,목 오후 8시 30분에 지하기도실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회를 갖습니다.      

박상범(86)형제 
  청년 동정  청년 동정

 
 군전역 : 구태회(91)   군휴가 : 김준형(92)
 결혼 : 정낙승(82)형제, 용두동교회 본당, 6/15 (토) 1시

    날짜 : 7월 14(일)~16(화)
    장소 : 가평 필그림하우스
    강사 : 하정완 목사(꿈이 있는 교회 담임목사)
    주제 : 함께(Huddling) 

여름수련회여름수련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