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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brews 12:2-3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2 - 3

용두동 청년교회
주일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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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주일 오후 1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합시다
 

2014. 2. 2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불가능을 가능케 한 비결”

“주님을 보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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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청년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2014년이 되길 바랍니다.

하현준(3), 이지현(6), 권성혜, 박재호(7), 박지은(10), 류석(12), 채수호(13), 문선화(14), 민윤송(15),

김성연(16), 박주선(17), 이상건, 박병철(18), 김다솜, 남상은(25), 이준형(26), 이연주(28), 김수진(29)

리더십들은 생일자 누락 된 지체들이 있는지 확인 후 주보팀에게 연락바랍니다.

환영해요환영해요

  십 일 조 :  십 일 조 : 이신욱  최애리  김미라  김해곤  이해림  양희아  최슬기  신동건  민재영
                김지은  이지연  김환웅  정베드로 

예배 안내예배 안내 예배를 위한 기도회가 1시30분 자모실에서 있습니다. 청년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예배 10분 전부터는
모든 청년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셀별로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로비에서 배치도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헌금을 봉헌하는 주일입니다.

예배 후 구독료를 임원단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정기구독: 28,000원

 

큐티책큐티책

강사: 장경필 목사
주제: Radical
일시: 2월 16일(주일) - 18일(화) 
장소: 경기도 장흥 예닮원   회비 : 35000원(2박3일), 25000원(1박2일), 15000원(당일)

 2014 2014
겨울 수련회겨울 수련회

  감사헌금 :  감사헌금 : 우호균  최애리  신동건  서새롬  최슬기  민재영  무명1명

2013년 선교작정헌금은 2월까지 진행됩니다.
2014년 선교헌금 안내는 추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기도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선교헌금

예배 후 지하 가나홀, 유치부실에서 윷놀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윷놀이윷놀이

2014년 교회 장학금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2월 12일(수)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소정양식), 성적증명서 또는 신입생의 경우 등록금영수증, 주민등록등본

장학금신청장학금신청

등반 : 이현진(88) - 민재영셀청년동정청년동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