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4월 15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한 힘들고 삶의 활기를 잃어 갈 수 있는 시간을 살고 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우리의 구원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동참하시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온장로교회의 건강한 기본기를 발휘하시는 삶을 건강하게 걸어가시도록 계속 기도드립니다. 

 2020년도 16번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변경되고 보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향후 2주간, 주일예배(4월 19일, 26일)는 온라인(인터넷 실시간예배)로 드립니다.  

a. 주일 10시(영어예배(유초중고등부 포함), 11시(한어예배/ 청년부성경공부)에 있습니다.  

b.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때, 상황에 적응하며 나태해지기 쉬우실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힘을 다하여 의복을 갖추시고, 서로 격려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진리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예배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며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다른 일들에 양보하지 마시고 

누리실 수 있으시기 원합니다.  

c. 실시간예배는 웹사이트(www.thezion.org), 유투브, 카카오톡링크를 통해 동참하십니다. 

2) 이번 주 수요일(4월 22일)에 수요말씀묵상의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3) 혼란하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제하시고,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주보”의 기도제목으로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4) 헌금에 대한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여건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편안한 

마음으로 임하시면 됩니다. 헌금을 하실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습니다. 

a. 토요일 오후 2시~오후 4시(2시간)과 주일 오후 1시~3시(2시간)에 예배당에서. 

b. 매 주일 보관 후, 현장예배가 재개될 때 한꺼번에 헌금함. 

c. 수표로 발송(주소: 9947 Harford Rd., Parkville, MD 21234) 

d. 온라인뱅킹 중, Zelle이용 (교회의 Zelle Recipient Name: 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 

Phone number: 443-528-1800). 

❖ 담임목사동정 

o 주간(Between States) 이동하는 경우에 14일간의 자가격리의 제약을 둔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지속적으로 펜실베니아 자택에서 목회하시고 있습니다. 추후에 

고지를 드리기 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o 담임목사가정의 이사가 6~7월중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이 계획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차질을 빚지 않고 잘 준비되고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코로나 19 증상이 3가지에서 10가지로 확장되었기에, 참고하시도록 뒷면에 적어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 지난 월요일 (4월 13일)에 CNN방송국에서 코로나 19의 주된 증상으로 

여겨지는 세 가지인 발열(Fever), 마른 기침(Dry Cough), 

호흡곤란(Shortness of Breath)에 더하여 7가지를 추가하였습니다 

(https://www.cnn.com/2020/04/13/health/10-key-coronavirus-symptoms-

wellness/index.html). 나타날 확률이 높은 것부터 순서대로 아래에 

나열해 드립니다. 

 

4번째는 오한과 몸살(Chills and Body Aches)입니다. 

5번째는 갑작스런 혼동(Sudden Confusion)입니다. 

6번째는 소화불량 (Digestive Issues)입니다. 

7번째는 충혈된 눈(Pink Eye)입니다. 

8번째는 냄새를 못맡거나 맛을 못느끼는 것(Loss of Smell and Taste)입니다. 

9번째는 피로감(Fatigue)입니다. 

10번째는 두통(Headache)이나 목의 통증(Sore Throat), 

울혈(Congestion)입니다. 

 

❖ 몸에 이러한 증상이 있으시면, (의료적인 도움은 개별적으로 

결정하시겠지만) 즉시 당회로 연락주십시오. 

o 민경구 장로 [443-722-3070/ jameskmin100@gmail.com] 

o 이성흠 목사 [267-934-9452/ sungheumlee@gmail.com] 

❖ 시온장로교회 당회는 성도님들의 상황을 함께 돕거나 협력할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