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김위원 Servers 이번주 This Week 다음주 Next Week
기도인도  Prayerer 민경구 장로 Elder Min 민경구 장로 Elder Min

후원선교사
Supporting 

Missionaries

 ◆흑일도: 최경숙

 ◆중국: 김규년          ◆하이티: 원인희 

 ◆Indonesia: Johnson     ◆ Kenya: Isaiah Lee

예배
시간

Worship 
Hours

 주일예배(EM)          - 10:00 a.m.
 주일예배(KM)          - 11:00 a.m.
 주일학교(Elmentary & Youth)  - 11:00 a.m.

중고등부예배 Youth Group
주일 오전 10 a.m. on LD

on YouTube
청년부모임 Young Adult
주일 오전 11 a.m. on LD

via Zoom
구역장교육 CG Leader Class

임시적으로 쉽니다
Temporarily Postponed

시온의 소식(Announcements)

1.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개인과 가정에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Happy to have worship God together! In the difficult time, praying 

that God would provide comfort and peace to individuals and families 
in its fullness1

2. 코로나19로 대한 시온의 행보 Zion’s Next Steps on COVID-19 
동봉된 당회서신을 세밀히 읽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협조하여 주십시오.
Please carefully read the enclosed session’s letter for our members, 
continually follow and cooperate it with prayer! 

3. 계속 함께 열심히 기도합시다! Let’s pray hard continually!
1) 시온가족이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하도록
   For the safety of Zion family from COVID-19
2)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하신 분들의 강건함
   For healthy life of the aged and medically weak members
3)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For the vaccine to solve difficulties due to COVID-19
4) 온 세계의 작고 약한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For small churches in the world to overcome this time
5)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시온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상황을 극복하여 나갈 수 있도록
   For our members who are under financial and environmental 
   difficulties, to overcome this situation by God’s grace.
6) 좋은 교육부(유초/ 중고등부)담당 교역자들을 보내주시도록
   Good Ministers for Elementary & Youth to come and serve our church
7) 장호준 집사 가정과 서표원 집사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및 

     천국소망을 풍성히 주시도록
   God’s comfort and peace, as well as heavenly hope would be abundant 
   in Deacon Chang’s famly and Deacon Seo’s famly.

2020년 표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교회

Motto ’20: Church Having Hope in God 

 2020년 5월 3일         No.42-18 (’79년 7월 22일 설립 Ptd on 072279)

장로:       민경구(시무), 이규성(무임), 

              소세영(시무은퇴), 장동연(협동은퇴), 김용세(은퇴)

교육전도사: 유동혁/ 지휘반주자: 이민수 

담임목사:   이성흠 Sr. Pastor: Rev. Sungheum Lee

세 계 예 수 교 장 로 회 (W .K .P .C .)

               

                      

9947 Harford Rd., Baltimore, MD 21234
     thezion.org    교회(410)665-6432 / 담임목사(267)934-9452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Peter 1:21)
believers... your... hope... in God.”



어린이 주일예배
Lord’s Day Worship thinking on Children

수요말씀묵상
Wednesday Word Meditation

2020년 5월 3일 오전 10시, 11시 
May 3rd, 2020 @10 a.m., 11 a.m.

인도: 이성흠 목사
Led by Rev. Sungheum Lee

* 송 영
Prelude

--------------------------------------------------------------------- 반 주 자
Pianist

*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Leader

* 찬 송
Hymn

--------------------- 547장(신,630)
진리와 상명되신 주

-------------------- 다  함  께
Together

* 성 구 교 독
Responsive Reading

--------------------- #71 
(어린이주일) -------------------- 다 함 께

Together

* 신 앙 고 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 함 께

Together

찬 송
Hymn

---------------------
453장 (신,570)

주는 나를 기르시는
-------------------- 다 함 께

Together

기 도 인 도
Congregational Prayer

--------------------------------------------------------------------- 민경구장로
Elder Min

교 회 소 식
Announcements

---------------------
인사 및 환영
Greetings/ Welcome

-------------------- 인 도 자
Leader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가복음 Mark 10:13~17----------- 다 함 께

Together

봉 헌 기 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Leader

말 씀 선 포
Preaching

이성흠목사
Rev. Lee

The용납

The Sufferance

* 찬 송
Hymn

------------
411장 (신,563)
예수 사랑하심은

------------ 다 함 께
Together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Preacher

* 송 영
Postlude

--------------------------------------------------------------------- 반 주 자
Pianist

* 표에, 가능하신 분만 일어나십니다 Please Stand Up, if Possible

2020년 5월 6일 편안한 시간 
May 6th, 2020 @ Any possible time

찬 송
Hymn

------------- 463(신,400)/ 464(신,406)--------------
개인 /  가정
Individual/ Family말 씀 묵 상

Meditation
시편 Psalm 4:1~8

마음에 두신 기쁨 Putting more joy in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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