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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시간 온라인 예배 10:30 am (www.wpca.org)

살아계신 주

오랫동안 기다리던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들의 노래가

찬 216장(통356) 4절, 성자의 귀한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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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주 목사

생일축하: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황인순 권사(25), Ruisha Zang(26)

1. 환영: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 공동의회:  

   일시 : 12월 20일 드라이브인 주일 예배 직후 오전 11시 10분

   장소 : 교회 옆 주차장(Mockett), 주일 예배 직후 그 자리에서 갖습니다.

   주요안건 1) 협동/휴무 장로 신임, 신임장로/안수집사 피택  2) 2021년 예산안 보고
   

   휴무/협동 장로 신임 투표 후보자(가나다순)

   이현우 휴무장로 (장로장립 2010.4.4)

   김용건 협동장로 (장로장립 2008. 3.16)

   유경민 협동장로 (장로장립 2001. 11. 25)

2. 오늘은 대림절 네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교회력의 절기 이해>

   대림절(Advent) - 성탄절전 4주 전 주일(올해는 11/29)부터 12/24 밤까지

   성탄절(Christmas) - 12월 24일밤부터 새해 1월 5일(성탄절 후 12일간)까지 

   # 예수님의 할례 축일 - The name of Jesus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할례 받으시고 이름을 받으신 날) / 언약 갱신의 날 "송구영신예배(12월 31일)"

3. 오늘은 전교인 드라이브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장소 : 교회 옆 주차장(Mockett)

6. 성탄 카드를 받지 못하신 가정은 각 목자님들을 통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성탄감사예배(온라인): 일시 : 12월 25일 오전 10시 30분

   #성탄감사헌금은 개인 봉투를 이용하실 경우 " 성탄감사"라고 반드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일 드라이브인 예배시에도 헌금 봉투를 나눠드립니다)

2020  미주서부장로교회

안수집사 피택 후보자(가나다순)

고태혁 집사

김석학 집사

김용하 집사

권사 피택자 명단(가나다순)

강은숙, 강윤자, 김은옥, 김혜경, 김조이스, 신정희, 안미진,

오보경, 유혜영, 윤보경, 이경옥, 이미란, 이수잔, 최여순,

티나미츠시마

신임 장로 피택 후보자 (가나다순)

김기선 안수집사 (집사임직 2010. 4. 4)

신현수 안수집사 (집사임직 2009. 10.18)

오위창 안수집사 (집사임직 2002. 6. 2)

온라인 라이브 예배: www.wpca.org

온라인 헌금: www.wpca.org/offer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