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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한 당황스럽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신지요? 

어려운 가운데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척박한 상황을 의연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도 13번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변경되고 보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주일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와 모임을 잠정적으로 생략합니다.  

→ 생략대상: 수요예배, 새벽예배, 구역예배, 중고등부 토요모임, 청년부 토요모임 

2) 향후 2주간, 주일예배(3월 29일, 4월 5일)는 온라인(인터넷 실시간예배)로 드립니다. 

3) 주일예배는 10시에 영어예배, 11시에 한어예배를 드립니다. 

4) 헌금은 다음의 네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로 정합니다. 

a. 수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8시간)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8시간)과 주일 

오후 1시~3시(2시간)에 예배당으로 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댁으로 귀가하실 수 있습니다. 

b. 교회에 오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은 주일예배 중 헌금시간에 봉투에 담아서 

보관하여 두고, 오실 때 한꺼번에 가지고 오셔서 헌금함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c. 헌금을 수표로 작성하셔서, 교회주소(9947 Harford Rd., Parkville, MD 21234)로 

발송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d. 온라인뱅킹 중, Zelle라는 방법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의 Zelle Recipient 

Name: 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 Phone number: 443-528-1800). 

5) 중고등부도 주일 오전 10시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립니다(담당: 차주엽 목사) 

6) 청년부도 주일 오전 11시에 인터넷을 통해 성경공부를 진행합니다(담당: 유동혁 전도사) 

시온장로교회 당회는 지속적으로 상황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지속적이며 신속하게 

변경되는 사항을 본 서신과 구역장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예배를 위한 도움말 

1)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확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다시 한 번,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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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탁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시간이므로, 경건히,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에 임하여 주십시오. 

2) 주일 오전 10시에 영어회중예배가 오전 11시에 한어회중예배가 시작되기에, 9시 

50분부터, 그리고 10시 50분부터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예배실황을 준비해 주십시오. 

3) 꼭 성경과 찬송가를 지참해 주십시오. 

4)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담임목사의 인도를 따라 예배에 있는 모든 순서(미리 받으신 

예배순서지)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적극 참여하여 주십시오. 

5) 헌금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건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편안한 마음을 임하시면 됩니다. 

6) 서로 얼굴을 보면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전화나 메시지 등으로 서로 안부를 물으시며, 

기도제목을 나누시고,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지속해서 

이루어가시길 권유드립니다. 

 

❖ 혼란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제하시고,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아래의 기도제목으로 함께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1) 시온가족이 코로나 19로부터 안전하고 연로하신 분들과 병약하신 분들이 강건하도록 

2) 하나님의 일반은총으로 의학을 통한 치료제(Vaccine)가 속히 개발되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속히 해방되도록 

3) 전세계에 흩어진 주님의 몸된 교회들 중에 규모가 작고 시설이 구비되지 않아 

인터넷예배가 어려운 대다수 교회들이 이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 실시간예배 참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교회 웹사이트(www.thezion.org)로 들어가는 방법 

a. 교회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일예배실황” 메뉴가 있습니다. 

b.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주일예배실황인 유투브화면이 나옵니다. 

c. 유투브화면에서 플레이버튼을 누르시면 예배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2) 유투브에서 직접 들어가는 방법 

a. 유투브의 “찾기” 또는 “검색”부분에 “시온장로교회 메릴랜드”를 넣으십시오.  

b. 시온장로교회, 메릴랜드가 나오면, 그리로 들어가십시오. 

c. 주일예배실황의 플레이버튼을 누르시면 예배에 동참하시게 됩니다. 

3) 카톡의 링크로 들어가는 방법 

a. 매 주일 아침에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b.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손쉽게 예배로 들어오실 수 있으십니다. 

아울러, 당회는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아버지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위로와 평안과 소망이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구체적으로 풍성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http://www.thez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