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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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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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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를 위한 기도 다함께

다함께헌금

코이노니아

축도 이상헌 목사

설교 이상헌 목사

이상헌 목사

“선하고 아름다우니”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제찬양 다함께“우릴 사용하소서♬”

 

다함께찬양

성경봉독 시편 135 :1-3
(구약. 901p) 이상헌목사 

송용설장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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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일자 명단명명단단

용두동 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감사가 풍성해지는 9월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날마다

환영해요환영해요

  십 일 조 :  십 일 조 :  최하라  양선화  조용현  이신욱  이수연  안영환  이지연  김예슬  무명1명

예배 안내예배 안내

  군파송군파송 : 송상규(92)-10월 4일 입대  군휴가군휴가 : 임성모(91)

  장례마침장례마침 : 조부상 한지예(94)

 

 

  주제 :“믿음을 굳게 하라”

  일정 : 미얀마 : 2014년 1월 13일(월) ~ 22일(수), 9박 10일

           피  지 : 2014년 1월 2일(목) ~ 10일(금), 8박 9일

           (선교지 사정으로 피지 선교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모집기간 : 9월 한달간    훈련 : 10월부터 (첫모임 : 10월 6일 주일)

  신청 : 안내데스크에 있는 신청서를 이용해서 이상헌 목사에게 제출해 주세요. 

해외선교해외선교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찬양예배로 모입니다.

셀들이 팀이 되어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예배 후 팀별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본당 앞에서)

2부 순서로 가나홀과 식당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임원단이 안내해 드립니다. 

이번주부터 "날마다 말씀과 감사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날마다]가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2부 순서시 가나홀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청년동정  청년동정

  박재훈(1), 우상록(3), 오선우, 최효진(6), 오삼호, 안영환 (9), 이성혁(12), 정낙승(15), 권성광(18), 

  소영주(21), 이주호(22), 신하은, 박소현(24),  윤정현(28)

   

감사헌금 :감사헌금 :  이지연  서새롬  이지영  최슬기  신동건  박한나  무명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