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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후	2023년	5월	21일	

제	49-21호

   주일예배(1,3부)                    

한 단어만 주옵소서

   

"한	단어만	주옵소서"

팬데믹	이후	온	세상에	필요한	한	단어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충만"이었습니다.

충만은	짧은	한	단어이지만	그	끝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충만은	다른	헛된	것들을	몰아내는	힘입니다.

충만은	목마른	자만이	마실	수	있습니다.

충만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권고가	아닌	명령입니다.

사실	세상은	이미	충만합니다.

그런데	그	충만은	절망과	슬픔의	충만이요,	어두움과	두려움의	충만입니다.

이런	가짜	충만을	몰아낼	진짜	충만이	필요합니다.

이런 진짜 충만은 예수님에게서 옵니다.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이번 총회의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교회와 총회로부터 시작되어 

온 세상을 가득히 채우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1부	/	오전	08:0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30			김성국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37	 다같이

	 기도	PRAYER	 	 1부	/	김용생	장로	

	 	 	 	3부	/	이무근	장로

	 		히브리서	12:22-29	

			성경봉독	SCRIPTURE     																											 사회자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CHOIR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장자들의 모임	 김성국	목사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550	 다같이

		광고	ANNOUNCEMENTS	 	 사회자

*	찬송	HYMN									 									620-1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교회소식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자녀	사랑		주후	2023년	5월	21일

     주일예배(2부)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과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역 및 모임		 
5/23(화)~26(금) 제4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5/22(월)~23(화) 목사자격증	고시
5/23(화)	개회예배	및	성찬식,	총회장	취임식			 5/24(수)	KAPC	총회	선교의	밤		
5/28(주) 러시아어권	설립	7주년	기념예배 5/30(화) 새가족	학교	시작
5/31(수)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6/4(주) 선교회	월례회
6/7(수) 제	66기	전도폭발훈련	수료예배	|	지도원	성경공부										6/10(토) 2023 선교바자회
6/14(수)	제	8기	영성훈련	수료예배						 6/17(토)	2023	QPEM	선교모금	골프대회
6/18(주)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	|	오후찬양예배(쥬빌리	앙상블	콘서트)

알 림 	
1. 제47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 안내       1)	일시:	5/23(화)~26(금)	

2)	장소:	퀸즈장로교회,	Laguardia	Plaza	Hotel								3)	목사자격증	고시:	5/22(월)~23(화)	본교회			
	 4)	개회예배	및	성찬식,	총회장	취임식:	5/23(화)	오후	7:00	본당					
	 5)	선교의	밤:	5/24(수)	오후	8:00	본당										6)	총대장로:	정성호	장로,	차상남	장로,	박정봉	장로
	 *내일부터	메인	주차장은	총회원들이	사용하오니	성도님들은	코너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새가족 학교 성경공부 안내 1)	일시:	5/30(화)	오후	7:00	(5주간	진행)									2)장소:	지하친교실
3. 2023 선교바자회 안내 선교를	위한	바자회를	각	선교회와	다민족	주관으로	합니다.
 1)일시:	6/10(토)	오전	7:00~오후	7:00								2)	장소:	지하친교실,	주차장
4. 2023 QPEM 선교모금 골프대회 안내
	 1)	일시:	6/17(토)	오전11:30	 2)	장소:	Phillip	J.	Rotella	Memorial	Golf	Course.	
	 3)	참가비:	$150(1인당)		 4)등록마감:	5/29(월)													5)등록방법:	교회	부착된	포스터	참조
5. 친교실 이름 안내 1)	기존	친교실:	아가페(Agape)	친교실						2)	새로운	친교실:	죠이(Joy)	친교실
6. 토요 총동원 특별새벽기도회 찬양담당: 바울,	마리아	선교회	(다음	주:	아굴라	선교회)
7. 가족기념 장학기금:	박영재	권사,	김정윤	권사

교우소식 
   졸     업			임데니스	(임후성	교우,	임순미	집사	2LN)	5/23		하버드	대학원	졸업
     목사고시		본교회	응시자	임지홍	집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22(월)~23(화)
   병     환			남형욱	장로	(남주인	권사	1NJ2)	부친	남기성	집사께서	Hackensack	University						
																				Medical	Center	중환자실에	입원하였습니다.	

새가족      이지연	(마리아	선교회	2EL1)

새벽예배본문
날짜 5/22	(월) 5/23	(화) 5/24	(수) 5/25	(목) 5/26	(금) 5/27	(토)

본문말씀 여호수아		3장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7장 여호수아		8장

금식 기도	
주  이희정	이숙녀	정지원	송정향	조나영	나인애	김경미	김연희	이정숙	설희숙
월	이희정	나인애	김경미	허영미	정지원	송정향	송미진	이영경	홍한나	최효진	조나영	이은술	이유숙	윤지영	계연란	이정숙	최정우	김종경	설희숙	남주인	차동미
화 이희정	나인애	김경미	정지원	정미정	이영경	이승조	최효진	김홍덕	최미희	이정숙	최정우	김종경	설희숙	남주인	차동미
수	이희정	나인애	김경미	정지원	이일향	송순애	채현주	이정숙	최정우	김종경	차동미	설희숙	남주인	이정심	황보명옥
목	이희정	나인애	김경미	정혜경	정지원	이일향	신운영	조소영	채현주	김홍덕	이정숙	최정우	김종경	차동미	설희숙	남주인	황보명옥
금	이희정	나인애	김경미	이성은	이일향	조나영	이정아	신운영	채현주	이정숙	최정우	김종경	설희숙	황보명옥
토	민미숙	이희정	나인애	김경미	장기복	이일향	조나영	이정숙	설희숙	황보명옥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기도	PRAYER	 	 고국환	장로		

		광고	ANNOUNCEMENTS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550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히브리서	12:22-29 사회자

		찬양	CHOIR    																								시온성과	같은	교회		 호산나	찬양대

		말씀	SERMON																											장자들의 모임 김성국	목사

*	찬양	PRAISE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		표는	일어섬

2부	/	오전	10:30			김성국	목사	

그루터기 청년예배

	오후	2:00	(5/21/23)	 	 사회:박영찬	청년

	예배선언	 사회자

	신앙고백	 다같이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송수진	집사

	광고	 	 사회자

	헌금	및	찬송	 	 다같이		

															마태복음	25:24-30	 	

	성경봉독	 	 사회자		

               감추어둔 달란트                                    

  말씀	 김재상	목사

*찬양	 					 다같이

*축도	 	 김재상	목사	

*표는	일어섬

KAPC	총회	개회예배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설교:	부총회장	김성국	목사

5/23(화)	오후	7:00	본당

KAPC	세계선교회	선교의	밤

“선교하라”

설교:	총회장(합동)	권순웅	목사

5/24(수)	오후	8:00	본당



파송, 협력, 평신도 선교사
          파송 선교사:	알마티퀸즈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 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렙(중국)	/							

																											김호동,김주신(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량도)	/	전성호(캄보디아)	/	강병권(AIM)	/	

																											박일권(중국)	/	박춘금(키르기스스탄)	/	이영호(아리조나)	/	이상협(필리핀)	

           평신도 선교사:	정길표	정경애(케냐,	키르기스스탄)

예배 및 모임	 
영아부 주일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12:30

지하	영아부실

유아부 주일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12:30

2층	유아부실

유치부 주일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12:30

2층	유치부실

유년부 주일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12:30

4층	유년부실

초등부 주일	1부	오전	10:30

						2부	오후	12:30

3층	초등부실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4층	중등부실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3층	고등부실	

아가페						
웨이브

주일						오후	12:30

	

2층	아가페									
웨이브실

유얼부														

얼퉁부

주일						오전	09:30	 지하	유얼부실										

지하	얼퉁부실

5월 봉사위원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1부 오전	08:00

	본당

2부 오전	10:30								
(온라인)

3부 오후	12:30

그루터기				

청년예배	

오후	2:00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중국어					

				1부

오전	09:30	

				2부 오후		2:30	

러시아어 오전	08:30						 고등부실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본당						
(온라인)

토요일	

오전	6:00

	본당						
(온라인)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본당						
(온라인)

전도폭발훈련 화요일	

오후	8:00

고등부/
Zoom

제자,	영성	훈련 목요일	

오후	8:00

고등부/
Zoom

                                            온라인 헌금 안내                                            
					● Venmo 앱을 이용하시는 경우

					“KAPCQ”를	검색하셔서	금액을	입력하신	후	What	is	it	for?	란에	

							헌금	종류(주일,	감사,	십일조,	건축,	선교	등)와	한글성명을	기입하시고	송금	하시면	됩니다.

						●	PayPal 을 이용하시는 경우

							페이팔에서	교회	아이디“KAPCQ@yahoo.com”로	송금하시거나	

							링크“PayPal.me/KAPCQ”를	이용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책임 장로: 정성호	장로

	1	부 	2	부 	3	부 	그루터기

헌신기도(다음주) 김원도	장로 장봉석	장로 이인철	장로

책임권사(다음주) 이정심	권사 이성은	권사 이승조	권사

실내	안내 최치훈,강석춘,김동순,	
홍지혁,박경수,권향련,	
박연경

허		강,허영미,이미셸,
심원희,이인화,박연욱

권혁민,김수자,배강원,	
윤영란,김춘애

김아란,김주은,이윤주	
염혜인,조상민,박민재	
박영찬

헌금	위원 박경수,윤영신,심인보,	
채규옥,차광혁,채송자,
강석춘,장헌미,윤순자,

허영미,전용력,전인자,
심원희,이경미,문태일

오성태,김수자,박석미,	
한원희,심화숙,나인애,	
장지숙,이옥수

권오창,이병진,박민아	
장주희,김성은,김예은	
김하은

차량	안내 최성수,이재운,차광혁 최성수,임광섭,김	만 최성수,강	호,김	만 최성수,김	만

	
		 										주일식사:	교포부	(다음주:	마리아)



성 경 문 답 서   
(마태복음 3장 ~ 마태복음 9장)

2023.	5.	21			|			제14권	134호(통권	2368호)

1. 마태복음 3장에서 유대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세례요한													2)	사도요한															3)	마태																4)	헤롯

2. 3장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1)	예수님												2)	사도요한												3)	베드로														4)	마태

3.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사역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	고기잡이											2)	가르침													3)	복음전파										4)	고치심															

4. 5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1)	화평하게	하는	자																														2)	심령이	가난한자		

3)	애통하는	자																																				4)	온유한	자							

5. 5장에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1)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2)	라가라	하는	자				

3)	노하는	자																																										4)	살인하는	자

6. 6장에서 예수님이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몇 장 몇 절에서 몇 절까지 
입니까?

(																																																																													)

7. 7장에서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                  )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

8. 8장에서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세요. (                  )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
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
르라”

9. 9장에서 “너희는 가서 내가 (  1  )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  2  )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에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입니까?  

(1.																																														2.																																															)	

10. 마태복음 3장 ~ 마태복음 9장까지의 장명과 요절을 기록하십시오.

_____교구_______지역     이름______________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공경,	부모님	공경,	자녀	사랑

장명 요절

마     3     장 __________절

마     4     장 __________절

마     5     장 __________절

마     6     장 __________절

마     7     장 __________절

마     8     장 __________절

마     9     장 __________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