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23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살필 수 있는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를 

돌보시사,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주신 새롭고 완전한 정체성 곧,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라는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세우고 힘있게 걸어가게 하는 

시작점이 되기 원합니다. 바로, 그 정체성의 뿌리 곧,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 분 안에 견고히 

뿌리박힌 존재임을 계속되는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며 나타내시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자 권사님의 상황의 호전과 안순애 집사님의 허리건강의 호전의 감사한 소식을 기쁨으로 나눕니다. 

계속해서 두 분을 비롯한 병약하신 교우들을 위해 함께 믿음의 기도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주일에 알려드린대로, 지난 몇 주간의 준비와 실행을 통해서, 방송실장비가 보강되었습니다. 수고하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양질의 예배방송이 진행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믿음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동시에, 시온여름학교 2020(온라인)이 빠듯한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교사와 학생과 자원이 튼튼하게 준비하고 실효성있게 진행되도록 믿음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구역별 예배당청소가 이번 주(6월 28일)부터 재개됩니다.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양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시온이 재개되는 과정이 단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관심과 믿음의 기도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시온의 다음세대(자녀들)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지 않도록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적극적인 모임참여를 위해 온 교회가 함께 지도하고 믿음의 기도를 모을 때입니다. 

 

❖ 예배당 재개(再開) 및 온라인예배 

1.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당에서의 예배와 가정에서의 예배가 동시에, 건강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시는 시간이 시온가족을 말씀으로 풍요하게 만들어 용기와 소망을 주고 일으켜 

세우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움직이는 시간이 되도록 믿음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2.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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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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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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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