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5월 26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코로나 19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이 정지되고 무너진 지 2개월 반이 넘어갑니다. 이에 따라, 여러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는 아니지만, 여러가지 다양한 

일들로 병원에 다녀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정 안에 있는 유초중고등부 학생들은 집 안에 갖혀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경제적으로 지탱하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정지된 삶을 회복하는 과정이 성급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런 

변화나 개선됨이 없이 계속 기다리는 것도 문제임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렇듯 진퇴양난(進退兩難)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간을 통제하시고,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시온가족을 여러분의 기도 속에 포함하여 주시고, 지속적으로 “주보”의 기도제목으로 기도합시다! 

아울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회가 수립한 예배당 재개(再開)에 관한 청사진은 메릴랜드주정부와 

볼티모어카운티의 지침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온라인예배와 오프라인예배(예배당)가 병행되는 

시간이 오게 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당회가 예배팀과 협조하여 수립한 후 신속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그 때가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계획과 진행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2020년도 22번째 주일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사항과 몇 가지 보강된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담임목사와의 만남 및 동정 

a. 몇몇 성도님들과의 만남과 기도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담임목사와의 

만남, 상담, 기도의 시간을 원하시면 담임목사께 전화(267-934-9452)를 주시거나 

담임목사께서 전화심방을 하실 때, 꼭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 담임목사가정의 이사가 7월초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코로나 19로 인하여 

차질을 빚지 않고 잘 준비되고 이루어지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올해, 코로나 19 속에서도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여러명의 졸업생이 배출됩니다. 졸업생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며 힘있게 세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 

3) 5월 31일 주일예배는 온라인(인터넷 실시간예배)으로 11시에 드립니다.  

a.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시는 자리에 견고히 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회복의 이유”를 확인하시며 힘을 얻으시기 원합니다. 

b.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는 교회 안에서 한동안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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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경공부가 Google Meet 과 Zoom을 통해, 청년부는 11시부터, 유초중고등부는 11시 30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분들(청년부 – 유동혁 전도사 내외분/ 유초중고등부 – 

헤이건 집사 내외분)이 지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이 그 모임을 통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얻도록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