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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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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찬송

목 장 권 찰목 자 장소모임일시
목·장·모·임·안·내                   

섬·기·는·사·람·들

시무장로 : 곽승수, 김필수, 명원식, 이연성, 최명규

교육전도사 : 김경연(유치부), 양재진(Youth Group), Joshua Kim(CM),  James Won (행정)

지휘자 : 황현철  /  반주자 : 이진숙

담임목사 : 김진주  310-755-9070, jkimwpca@outlook.com

예·배  및  모·임·안·내

예배 장소 시간 요일

1부 예배 · Sunday Worship 1 08:00am본당 Sun

본당2부 예배 · Sunday Worship 2 10:30am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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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부 · Infant Group 10:30am영아부실 Sun

Sun

Sun

Sun

유치부실유치부 · Kindergarten Sunday School 10:30am

유년부실유년부 · Elementary Sunday School 10:30am

중고등부실중고등부 · Youth Group Worship 10:30am

Sun중고등부실청년부 · Young Adult Group Worship 1:00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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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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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찬양예배 · Friday Worship Service 07:45pm Fri본당

새벽기도회 · Morning Prayer Service 05:30am본당 Tue-Sat

본당사역자기도회 · Sta� Prayer Meeting 07:00am Sun

본당
1층 기도실

화요중보기도회 · Intercessor Prayer Meeting

장로기도회 · Elder Prayer Meeting

08:00pm

09:45am

Tue

Sun

사랑목장 오위창 안수집사 공성란 집사

생명목장 여정숙 권사 김옥희 권사

소망목장 김조이스 집사 장미영 집사

예닮목장 유은희 권사 이희선 집사

온유목장 고태혁 집사

은혜목장 방숙경 권사 안미진 집사

찬양목장 박    진 집사 이수잔 집사

화평목장 조   석 집사

예배시간 주일  1부 주일  2부

조지영 집사

주기도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안에 거하라

이효미 집사 찬 216장(통356) 1절/4절, 성자의 귀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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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찬양대

김진주 목사

2020  미주서부장로교회



교·회·소·식

알림

교·인·동·정

강·단·꽃·헌·화

김진주/진경은 (새해감사)
올해 강단꽃 헌화를 신청하신 가정들은 한 주 전,  
헌화일자를 기록하셔서 헌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In Christ, Welcome everyone who is attending this worship service

다·음·예·배 및 순·서·담·당·자

2/2
1부
2부

강단꽃 헌화구분 대표기도

김용건 장로

헌금위원

김정환, 김정혜 권사

    

  

식당봉사

소망 목장

목자: 김조이스 집사

고태혁/이진숙

(결혼기념)

신현수 안수집사 방숙경, 홍경희 권사

말·씀·노·트

금·요·찬·양·예·배 / 목장 연합 예배

김진주  목사“산제물”

제목:   "부르심의 은혜"

이사야 43:1-3

1.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3.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로마서 12:1~3
말             씀

2020. 1. 31/7:45pm/본당

생일축하: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제목

말씀

하나님 영광을
구할때...

요 7:14~24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것이...

요 7:1~13

목(1/29) 금(1/30) 토(1/31)수(1/28)화(1/27)

예수님에 대한
불신은...

요 7:25~36

믿는 자에게 임하는
역동적인...

요 7:37~52

정죄의 돌을
막으시고...

요 7:53~8:11

새·벽·기·도·회·안·내

1. 환영: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께서는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제2여선교회 모임: 오늘 오후 3시  장소 - 방숙경권사 가정.

     주소 - 1136 Oakfair Lane, Harbor City, CA 90710

3. 정기당회: 오늘 오후 1:40분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4. 목장연합예배: 1월31일(금) 오후 7:45분. *2020 목장편성 내용은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교우소식: 별세 - 방영자 권사  1/15 (방숙경/방성일 장로 모친). 장례: 뉴욕, 1/20.

     - 방장로님 댁에서 1부/2부 떡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6. 주방봉사: 이번 주 주방 봉사는 생명 목장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웹사이트를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