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의 소식(Announcements) 
 

1.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Delightful and Thankful for worshiping Father God together!  
 

2. 시온공동체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Let’s pray for our community! 
 코로나19로부터 지속적 안전과 영적 육적 강건함과 회복을 위하여. 
 Physical and spiritual heath & recovery as well as Continual Safety from COVID-19 
 

3. 코로나 및 독감 대응책 Response to COVID-19 & Flu 
 실내마스크 착용권장, 타인접촉 후 손세정강화, 정식친교  

 Facemask recommenced, Washing after touching others, Normal Fellowship 
 

4. 2023년 공동체 구성안 Community Format 2023 

나누어 드린 별지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의 걸음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Please refer to the handouts. Let us pray for our steps in 2023!  
 

5. 전체구역장 및 섬김팀장 모임 All Cell Group Leaders & Service Team Leaders Meeting 

오늘(1월 22일) 친교직후 Right After Fellowship today (1/22) 

 

6. 2023년 1월 구역모임 Cell Group Meeting in January 2023 

1월 29일(주일) 친교시간, 연합으로/ On 1/29(LD), during fellowship, Jointly 

 

7. 성도소식 Member’s Case  

문태현 집사, 목 수술 (1월 24일(화)/ 쟌스 합킨스 병원) 

Deacon Moon, Neck Surgery (on 1/24(Tue)/ Johns Hopkins Hospital) 

 

8. 청년부 및 유초등부 담당 교역자 Ministers for Young Adult & Elementary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분을 보내주시도록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Please pray for sending us whom God prepared for us. 
 

9. 총회 청소년 세미나 General Assembly Youth Seminar (한국어만 진행 Korean Only) 

강사: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일시: 1월 24일(화) 오후 8시 

방법: Zoom (Meeting ID: 872 7812 7507/ Passcode: 262395) 
 
 

 

 

2023년 표어: 소망을 힘있게 나누는 교회 

Motto ’23: Church Sharing HOPE In Power  

 

2023년 1월 22일                       No.45-04 (’79년 7월 22일 설립 Ptd on 072279) 

 

 

 

 

장로 Elders: 장호준, Michael Hagan(시무), 이규성(협동),  

      민경구(휴무), 소세영, 김용세(은퇴) 

지휘반주자: 이민수  

교육전도사: Jason Cuzzolina(중고등부 Youth) 

담임목사   : 이성흠  Senior Pastor: Rev. Sungheum Lee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thezion.org                   9947 Harford Rd., Parkville, MD 21234 

▪ (410)665-6432    thezion1979@gmail.com  

섬김위원 Servicers 이번주 This Week 다음주 Next Week 

예배기도인도 (한어) 이규성 장로 Elder Lee 김용세 장로 Elder Kim 

Congregational Prayer (EM) Elder Ho Chang Elder Michael Hagan 

EM Preaching 이성흠 목사 Rev. Lee Minister Jason Cuzzolina 

수요기도인도 장호준 장로 Elder Chang 이규성 장로 Elder Lee 

친교섬김/ Fellowship 김용세 장로 Elder Kim 박승관 집사 Deacon Park 

친교기도인도/ Fellowship Prayer 소세영 장로 Elder So 민경구 장로 Elder Min 

예배당청소 Church Cleaning  5구역(장호준) CG#5 1구역(서표원) CG#1 

후원선교사 
Supporting Missionaries 

◆중국: 김규년(1구역)         ◆흑일도: 최경숙(2구역) 

◆하이티: 원인희(3구역)     ◆케냐: 이이사야(4구역) 

◆Indonesia: Johnson (5th Cell Group)  

예배 
시간 

Worship 
Hours 

  주일예배(EM)              - 10:00 a.m. 
  주일예배(KM)              - 11:00 a.m. 
  주일학교(Elementary & Youth, YA) 
                                         -  11:00 a.m. 
  수요예배(KM)              - 7:00 p.m. 

유초중고등부 Elementary Youth Group 

주일 오전 11:00 a.m. on LD/ Hybrid 

청년부성경공부 Young Adult Bible Study 

주일 오전 11:00 a.m. on LD/ Hybrid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벧전 1Peter 3:15)  

“but in your hearts honor Christ the Lord as holy, 

always being prepared to make a defense to anyone 

who asks you for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in you…”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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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이성흠 목사 
Led by Rev. Sungheum Lee 

* 
예배로부름 
Call to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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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 영 / 기 원 
Prelude/ Inv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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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er 

* 신 앙 고 백 
Confession of Faith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다 함 께 
Together 

 시 온 소 식 
Announ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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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 도 자 
Leader 

 찬 양 
Praise 

-----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 182)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세상의 유혹 시험이 

----- 

찬 양 팀 과 

함 께 
Together with 
Praise Team 

 기 도 인 도 
Congregational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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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r Chang 
(EM) 

이규성장로 
(KM)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 누가복음 Luke 12:8~12 ------ 다 함 께  
Together 

 봉 헌 기 도 
Offering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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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씀 선 포 
Preaching 

 
지옥 갈 사람의 노래 

 
Song of Men Going to Hell 

 
이성흠목사 

Rev. Lee 

 합 심 기 도 
Prayer Together 

--------------------------------------------------------------------- 다 함 께  
Together 

* 찬 양 
Praise 

----- 
찬 423장 (새,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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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 if Possible 
 

2023년 1월 25일 오후 7시  
January 25th, 2023 @ 7 p.m. 

인도: 이성흠 목사 
Led by Rev. Sungheum Lee 

찬 양 
Praises 

-- 고통의 멍에(330),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죄악에 썩은, 그 사랑 얼마나, 영광을 돌리세----- 
다 함 께 

Together 

기 도 인 도 
Congregational Prayer 

----------------------------------------------------------------------- 장호준장로 
Elder Chang 

말 씀 선 포 
Preaching 

민수기 Numbers 15:32~36 

안식일 때문에? 덕분에! 

이성흠목사 
Rev. Lee 

찬 양 
Praise 

----- 
찬 221장 (새, 246장)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 

 

다 함 께 
Together 

축  도 
Ben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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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요 예 배 
Wednesday Worship 

말씀노트 Sermon No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