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섬김위원 Servers 이번주 This Week 다음주 Next Week
기도인도 (한어) 이규성 장로 Elder Lee 민경구 장로 Elder Min

Cong. Prayer (EM) Deacon Michael Hagan Deacon Ho Chang
친교기도인도/ Fellowship Prayer 소세영 장로 Elder So 김용세 장로 Elder Kim

청소 Cleaning 3구역 (김광철) CG#3 4구역 (김종철) C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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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mentary & Youth)

  - 10:00 a.m.

유초중고등부 Elementary Youth Group
주일 오전 11:30 a.m. on LD

via Google Meet
청년부모임 Young Adult
주일 오전 11 a.m. on LD

via Zoom

시온의 소식(Announcements)
1.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Delightful and Thankful for worshipping Father God together! 

2. 시온공동체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Let’s pray for our community!
1) 시온가족이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하고, 육체적인 건강(연로함, 
  병약함으로부터)과 더불어 영적인 건강이 힘있게 유지되며, 
  경제적,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도록
   For the safety of Zion family from COVID-19 and for maintenance of 
   the physical (Weakness, Medical Problem) and spiritual health, in 
   addition, for overcome of the financial and environmental difficulties by 
   the grace of God.
2) 세상의 작고 연약한 교회들과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For small churches and missionaries in the world to overcome this time
3) 백신접종으로 교회 안에도 집단면역이 이루어지도록
   For the stable Herd Immunity in our church through vaccination

3. 장로후보교육 #4~5 Eldership Education for Candidates #4~5
익명으로 진행 중입니다.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Proceeded anonymously. Please deeply pray for this!

4. 2021년도 봄야외예배 Spring Outdoor Service 2021
일시 When: 2021년 5월 30일(주) 오전 11시 5/30 @11 a.m.
장소 Where: 3805 St. Clair Bridge Rd., Jarrettsville MD 21084
준비모임: 오늘 친교시간/ 예배팀장, 남선교회원, 여선교회임원, 교역자 중심
Prep. Mtg: Today, in fellowship, w/ Worship Team Leader, Men’s 
Ministry members, Women’s Ministry Officers, and Ministers.

5. 친교기도인도자 선정 Fellowship Prayers Preset
친교를 위한 기도자 선정하여 진행
Prayers for fellowship are preset and preceeded.

6. 친교섬김표 제개 Fellowship Volunteerism Resumed.
6월부터/ 간단한 음식/ 자원함/ 짐을 함께 짐/ 여선교회 문의요망 
From June/ Snack/ Volunteering/ Sharing burdens/ Ask Women’s Ministry

7. 시온여름학교 Zion Summer School
기간 Duration: 6월 28일(월)~8월13일(금) (7주간) 6/28~8/13 (7weeks)
형태 Format: 대면 Onsite
문의 Inquiry: 장호준 집사 (교감) Deacon Ho Chang (Director)

2021년 표어: 소망 안에 아주 담대한 교회

Motto ’21: Church Very Bold in HOPE 

 2021년 5월 23일        No.43-21 (’79년 7월 22일 설립 Ptd on 072279)

장로:       민경구(시무), 이규성(협동), 소세영(시무은퇴)  

              장동연(협동은퇴), 김용세(은퇴)

지휘반주자: 이민수 

교육전도사: 유동혁(청년부), 이병주(중고등부)

담임목사:   이성흠 Sr. Pastor: Rev. Sungheum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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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고 살기에, 
아주 담대할 수 있습니다” 

(고후 2Co 3:12)
“Since we have such a hope, 

we are very bold”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수 요 말 씀 묵 상
Wednesday Word Meditation

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EM: 10 a.m./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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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찬송가 38

예수 우리 왕이여
-------------------- 다  함  께

Together

* 성 구 교 독
Responsive Reading

--------------------- #27 
(시 Ps 121) -------------------- 다 함 께

Together

* 신 앙 고 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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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찬 송
Hymn

------------
462장 (신, 432)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둔 바다
------------다 함 께

Together

기 도 인 도
Congregational Prayer ---------------------------------------------------------------------

Hagan 집사
(EM)

이규성장로
(KM)

교 회 소 식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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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도 자
Leader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누가복음 Luke 8:22~25------------ 다 함 께

Together

봉 헌 기 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Leader

말 씀 선 포
Preaching

이성흠목사
Rev. Lee

거기 계시는 예수님

Jesus who is There

* 찬 송
Hymn

------------
463장 (신, 400)
험한 시험 물 속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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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 26일 편안한 시간 
May 26th, 2021 @ Any comfortable hour

찬     송
Hymn ------202장(신, 268), 456장(신, 430)----

개인 /  가정
Individual/ Family말 씀 묵 상

Meditation

시편 Psalm 117:1~2
이집트의 노래
Song of Egypt

말씀노트 Sermon N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