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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목사축          도

오늘의 말씀

www.wpc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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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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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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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4:30pm 곽승수 장로님 댁

2/15 - 5:00pm 김형일 집사님 댁

2/15 - 4:00pm 교회

2/9 - 12:30pm 교회

2/23 - 12:30pm 교회

2/16 - 4:00pm 방숙경 권사님 댁

2/16 - 5:00pm 박진 집사님 댁

2/23 - 5:00pm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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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예수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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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주 목사

2020  미주서부장로교회



교·회·소·식

교·인·동·정

강·단·꽃·헌·화

김민자 권사 (아들, 남편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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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1부
2부

강단꽃 헌화구분 대표기도

이영주 장로

헌금위원

김정환, 김정혜 권사

    

  

식당봉사

은혜 목장

목자: 방숙경 권사

유성자 권사

(남편 생일)

이순옥 권사 방숙경, 홍경희 권사

말·씀·노·트

금·요·찬·양·예·배

김진주  목사
“문안하라”

제목:   "열리고 풀리게 하소서"

마가복음 7:31-37

31.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32.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아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3.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34.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35.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36.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37.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로마서 16:1-16
말             씀

2020. 2. 21/7:45pm/본당

생일축하: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공성란 집사(17), 김종원 집사(17)

제목

말씀

완고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담지...

요 12:37-50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영광...

요 12:20-36

목(2/20) 금(2/21) 토(2/22)수(2/19)화(2/18)

죄를 씻어
주시는 사랑의..

요 13:1-11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사랑의...

요 13:12-20

대속의 사랑을
알아야 예수님...

요 13: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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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반: 주일 오후반/수요 오전반 모집합니다.

 주제: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발견 1”

 일시: 주일반 - 3월1일(주일) ~ 6월14일(주일) 매주일 오후 1시~3시

           수요반 - 3월4일(수요일) ~ 6월10일(수요일) 매수요일 오전 10시~12시 

 장소: 중고등부실 (교육관 2층)

 신청마감: 오늘(2/16) 오후 3시까지

 신청방법: 복도 게시판의 신청서에 이름을 기입

 회비: 10불(교재 구입및 자료준비), 첫 모임시 제출

 문의: 김진주 목사 (310-755-9070 / jkimwpca@outlook.com)

9. 주방봉사: 이번 주 주방 봉사는 온유 목장에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구약성경여행: 오늘(2/16) 오후 1시~3시, 장소: 본당. 

4. 신약성경여행: 2월23일 (주일) 오후 1시~3시, 장소: 본당. 

5. 공동의회: 오늘(2/16) 오후 12시45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 2019년 재정감사 및 결산보고) 

6. 정기당회: 오늘(2/16) 오후 1시에 정기당회로 모입니다. 

7. 제3여선교회 모임: 2월23일 (주일) 오후 12시10분에 성가대실에서 모입니다. 

올해 강단꽃 헌화를 신청하신 가정들은 한 주 전,  
헌화일자를 기록하셔서 헌금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 2019 세금보고: 2019년 세금보고를 위한 헌금내역서를 원하시는 분은 영문 성명과

    함께 재정부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3월1일 시작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발견1”

주일과 수요일에 만나요.

3월1일 시작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 발견1”

주일과 수요일에 만나요.

커피브레이크 성경공부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