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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송찬송

목 장 권 찰목 자 장소모임일시

목·장·모·임·안·내                   

섬·기·는·사·람·들

시무장로 : 김용건(예배), 신현수(재정/관리), 유경민(선교), 이현우(교육)

교역자 : 김경연(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진실로(행정, 310-328-7020, wpca.main@gmail.com)

반주자 : 김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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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예  

배

영아부 · Infant Group    11:30am유치부실 Sun

Sun

Sun

Sun

유치부실유아유치부 · Kindergarten Sunday School    11:30am

  유초등부실유초등부 · Elementary Sunday School    10:30am

중고등부실중고등부 · Youth Group Worship    10:30am

Sun중고등부실청년부(EM/KM) · Young Adult Group Worship    12:30pm

차
세
대
예
배

금요찬양예배 · Friday Worship Service 07:30pm Fri본당

  새벽기도회 · Morning Prayer Service   05:30am   본당   Tue-Sat

사랑목장 김용하 안수집사 공성란 집사

생명목장 여정숙 권사 최여순 권사

소망목장 김조이스 권사 장미영 집사

예닮목장 김석학 안수집사 윤보경 권사

온유목장

은혜목장 방숙경 권사 안미진 권사

찬양목장 이희숙 권사 김은옥 권사

예배시간 주일  1부(8:00) 주일  2부(10:30)

이효미 집사

 2022.  1.  9  No. 2 인도 : 김진주 목사

김진주 목사

어둔 죄악 길에서
행군 나팔 소리에

“주께서 주신 은혜” (찬송가 111장 2절) 

*헌금은 예배 전에 봉헌함에 직접 봉헌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빠기도모임    09:00pm친교실       Fri

성경암송모임 단톡방     

모 

임

“주의 영광 이 곳에 가득해” 

오늘 이 곳에 계신 성령님
주 은혜임을 + 내 영혼이
행군 나팔 소리에



교·회·소·식

교·인·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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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및 순·서·담·당·자

1/9
1부

2부

대표기도

유경민 장로

헌금위원

    

  

   김진주 목사 김은옥 권사

말·씀·노·트

제목: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1-7절

1.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생일축하: 생일을 맞으신 분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1. 환영: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예배후 담임목사와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새벽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풍성한 열매 결실하시는 삶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3. 2022년 “빛된 삶” 3대 캠페인
    QT 생활화 하기: 생명의 삶 교재 구입 지원, 영성일기반(카톡), 성경암송반(카톡)
    전도 생활화 하기: 가족 전도, 일터 전도, 이웃 전도, 거리 전도
    기쁨 생활화 하기: 스마일 캠페인, 하하하 캠페인
4. 생명의 삶 큐티 교재 배부
    자유롭게 가져가시고, 권당 5불씩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교재 구입이 어려우신 분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정기구독(1년)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
    2022년 주제 말씀 카드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못 받으신 분들은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시면 추가로 준비하여 드립니다.
6. 헌금 안내: 헌금은 예배 시작 전 봉헌함에 헌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교회홈페이지를 통하여
    언제든 안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모든 기록이 교회에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주중에 교회 우편함을 이용
    하시거나, 사무실에 직접 전해주실 수 있습니다.
7. 1월 정기당회: 오늘 2부예배 직후 회의실
8. 목자 권찰 모임: 단톡방을 통해 공지해 드립니다.
9. 장례: 이세종 집사님, 이현주 권사님의 아들 존 형제님이 1월 8일 오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천국환송예배는 1월 15일(토) 오전 11시에 LA 대한 장의사에서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위로와 돌보심의 은혜가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Jan.
1월 주요 행사 / 교육

   임해영 집사

   

지·난·주·헌·금  12/27/2021 - 1/2/2022
김다윗/김애나, 김석학/박현정, 김세은/김주연, 김순례, 김영범/이희선, 김영자, 김용건/김혜경, 김용하/김경연, 
김원중/임해영, 김은옥, 김정혜, 김정환, 김종원/김민자, 김지원, 김진주/진경은, 김필수/김명순, 명원식/명현덕, 
모영환, 미츠시마 티나, 박광순/박순희, 박상준/박정현, 박은선, 방성일/방숙경, 배송암/배효숙, 배재정, 
신현수/신정희, 안기주/안용애, 여운배/여정숙, 유경민/유혜영, 유병찬/유성자, 유은희, 유철희/윤수미, 유현주, 
윤원자, 이명호/이영주, 이상옥, 이수잔, 이유진, 이진호/이효미, 이현옥, 이현우/이동란, 정순녀, 정운경, 정혜란, 
주옥순, 진실로/진현숙, 최여순, 최향숙, 홍주현, 홍창복/홍경희, 황경희, 황수용/황인순, 무명 (2), CM, Youth

1/16
1부

2부

대표기도 헌금위원

    이미란 권사

    이수잔 권사

   김진주 목사

 신현수 장로 김주연 집사 (9일), 김영자 권사 (11일), 안미진 권사 (13일)

주·방·섬·김·순·서

   1/9            온유 목장              1/16              찬양 목장

12/31 (금) 송구영신예배
3~8 (월~토) 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
9 (주일) 정기당회
30 (주일) 교역자/교사 목회 세미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