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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딤후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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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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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말씀교독 다함께

예배를 위한 기도 다함께

사도신경 다함께

다함께헌금

코이노니아 박원복 /이상헌 목사

축도 최범선 목사

말씀 최범선 목사“베드로의 깨달음!”

특송 권성광 셀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다함께경배와찬양

이미영(86)자매 기도

성경봉독 사도행전 10 : 34-35
(신약. 204p) 

오삼호(83)형제 

“전하세♬”

   지난 주   지난 주
헌금 명단헌금 명단

       10월 생일자       10월 생일자

용두동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선교가 시작되는 10월입니다. 가는 이와 보내는 이 모두 한 마음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시간되길 바랍니다.

날마다날마다

환영해요환영해요

  십 일 조 :  십 일 조 :  윤정현  구슬기  임정환  김원기  무명1명

예배 안내예배 안내

  

  

 

 

  주제 :“믿음을 굳게 하라”

  일정 : 미얀마 : 2014년 1월 12일(주일) ~ 19일(주일), 7박 8일 - 양동웅간사

           피  지 : 2014년 1월 7일(화) ~ 15일(수), 8박 9일 - 이상헌목사

  훈련 : 10월부터 매 주일, 오후 5시 30분, 천해홀

  

해외선교해외선교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1시 30분,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10분전부터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셀별로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로비에서 배치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감사로 변화되는 삶"을 추구하는 [날마다]가 사도행전이 진행 중입니다.

모두 함께 말씀을 읽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경식, 허용(2), 구슬기(4), 박원복(5), 서새롬(7), 윤지영(8), 정교운(13), 남상미(14), 

  권예린(18), 이동준(21), 김재득(22), 허평(24), 김영규(26), 송상규(29), 양재환(31) 

  

      

감사헌금 :감사헌금 : 허   용  서새롬  최슬기  

2013년 가을 양육과 훈련 일정이 다음과 같습니다. (주보 안쪽면 참조) 

첫 모임 : 기양반-오늘(20일), 세계관반-10월 27일(주일) 오후 5시 30분, 에클레시아

            날마다반-10월26일(토) 오후 3시  30분,에클레시아

과목 : 날마다반 - 토요일 오후, 4주 - 김원기간사 

        기초양육반 - 주일 저녁, 6주 - 박요한전도사

        니고데모의 안경(기독교세계관) - 화요일 저녁, 4주 - 박요한전도사

    

 

양육과 훈련양육과 훈련

기획회의기획회의 10월 26일(토) 오전 10시 30분, 에클레시아

 

청년동정청년동정  군휴가 : 조동진(93) 

추수감사주일추수감사주일 11월 3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한 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과일을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봉헌된 과일은 주변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교회창립교회창립
106주년부흥회106주년부흥회

11월 3일(주일, 저녁)-5일(화) 강사 : 최범선 담임목사, 오전 6시, 오전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부흥회를 위한 특별새벽기도회 : 10월 28일(월)~11월1일(금) 오전 6시, 

청년리더들은 11월 1일(금)에 특송이 있습니다.

담임목사 취임 예식 : 10월 27일(주일) 오후 4시, 본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