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6월 30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곧,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산성이나 요새가 되시는 것은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뻐함”을 통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기쁨”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심을 

통해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택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금수저와 같이 거저받은 “은혜”를 우리의 삶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나누면서 “상호간에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누리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시온여름학교가 다음 주 월요일(7월 6일)부터 시작됩니다. 현재까지, 17여명의 학생들이 등록을 

마쳤고, 이번주 금요일(7월 3일)까지 학생모집을 마친 후, 거의 대부분 현직교사로 지역학교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교사가 되어, 학생들이 2020학년도 가을학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실효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담장자(장호준 집사)와 학교를 위해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2. 성경쓰기 프로젝트가 2주 후인 7월 19일(주)에 마쳐집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3. 구역별 예배당청소가  지난 주(6월 28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1구역식구들께 오셔서, 시온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당을 깨꿋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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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담임목사의 이사는 다음 주중에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이브리드 주일예배 

1. 지난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은혜로 소위 “하이브리드 주일예배”가 예배당에서와 가정에서 동시에, 

건강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 형태로 주일예배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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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 및  소독 

실시/ 3) 참석자 건강 상황 점검을 위한 도구(비접촉 체온계) 확보 및 예배 전 점검 실시/ 4)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자리배치 (예배당 및 친교실) 완료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