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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함이라(딤후2:4)

       생일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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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동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2013년의 새로운 반이 시작되는 7월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7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지영

  감사헌금 :   감사헌금 : 
 
 허   용  서새롬  신동건  정완수  박승건

  채수호 형제

  남상은 자매

“날마다 말씀과 감사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날마다]가 요한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일정을 7월 22일(월), 6장으로 맞춥니다.
  모두 함께 요한복음을 읽으며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책 구입은 양동웅 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날마다

 전역 : 김민곤(90)

용두동 청년교회
주일예배

2013. 7. 21
 

비전말씀교독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다함께

김미라 셀

헌금

코이노니아 박원복 /이상헌 목사

축도 이상헌 목사

설교 이상헌 목사“요한의 관심, 우리의 관심”

특송 “주님의 사랑♬”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함께경배와찬양

박찬호(87)형제 기도

성경봉독 요한복음 20 : 30~31
(신약. 183p) 

  조아라(4), 유밝음(5), 박용호(6), 정요셉(7), 왕예은(8), 김지은(12), 임다솜(14), 조민희(16),
  최하라, 신정미(23), 이혜진(25),  원준호(26), 김현우(27), 곽한솔(28), 송채린(29), 홍주은(31)

하현준

남상은

박한나

안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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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기(85)자매  
 

- 장소 : 오미교회(제천)-성경학교/ 구치교회(원산도)-교회환경미화, 마을일손돕기
- 날짜 : 7월 28(주일) ~ 31(수), 8월 5일(월) ~ 8일(목)
   현지 교회 규모와 사용 내용에 따라 팀별정원이 있으므로 오늘까지 선착순 접수 받습니다.
   참여하길 원하는 청년들은 오늘 오후 6시에 천해홀에서 예정된 O.T에 참여바랍니다.

국내선교국내선교

환영해요환영해요

  청년동정  청년동정

  십 일 조 :  십 일 조 :

예배 안내예배 안내 오늘부터 “날마다”에 일정에 맞춘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1시 30분부터 자모실에서 진행됩니다.
또한 10분 전부터는 모든 청년들이 예배와 청년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