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16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의 관심를 점검하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사, 

우리의 관심이 세상의 일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항상 있도록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럴만한 

자격을 가진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도록 하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시온장로교회 안에서 

서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리스도인 다운 삶의 모습을 끊임없이 이루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온여름학교 2020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결의하고 이사회와 실무자가 계획안을 준비하여 나누고 

있습니다. 기간은 7월 6일(월)~8월 6일(목)로 총 5주간이고,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회 웹사이트의 여름학교 섹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과 진행을 위해 

기도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배당 예배가 재개됨에 따라, 예배당과 친교실과 화장실 등을 소독하고 정리하는 손길이 필요하여, 구역별 

청소를 다음 주(6월 28일)부터 재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온이 

재개되는 과정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데 관심과 기도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학부모들께서는 귀댁의 자녀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원해지지 않도록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유초중고등부 예배당 모임의 가능성은 2주 후에 다시 살펴볼 예정입니다. 기도를 모아 주십시오. 

 

❖ 예배당 재개(再開) 및 온라인예배 

1. 지난 6월 7일(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시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당분간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온라인예배가 동시에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아직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어려우시거나 불편하신 분들은, 예배당에 오시지 못하시거나 안오시는 것에 

대해 “결코” 부담을 가지지 마십시오.  

2. 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셔서, 열이 있으시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시온가족 안에서 서로의 안전을 위하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3. 아울러, 당분간 예배당예배는 시온장로교회 성도들로만 제한함을 양해해 주십시오. 

4. 예배당 출입시 준수사항 

1) 출입시, 문 앞에서 체온점검/ 2) 10시 예배(EM)를 마치신 분들 예배당 앞문으로 퇴장/ 3) 11시 

예배(KM)를 마치신 분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시면서 맨 뒷 자리부터 차례대로 퇴장 

5. 교회의 준비사항 

1) 필수적 개인위생 도구(마스크, 손세정제) 확보 완료/ 2) 매 주일 예배 전, 예배당 소독 실시/ 3) 

참석자 건강 상황 점검을 위한 도구(비접촉 체온계) 확보 및 예배 전 점검 실시/ 4)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자리배치 완료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