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7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시온장로교회와 우리 일터, 그리고 우리 가정의 메스터마인드 

(Master Mind)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는 서로의 

다름과 호불호(好不好)가 우리의 걸음을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으로 만들곤 하더라도, 우리를 한 조직 안에 

불러주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의 걸음을 

맡겨드리며, 우리 자신을 살펴서 상대방을 품으며 인정하며 용서하며 용납하는 건강한 걸음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그 걸음을 체휼(體恤)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시온가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시온여름학교가 지난 월요일(7월 6일)부터 진행중에 있습니다. 넉넉히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실효성있는 교육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2. 성경쓰기 프로젝트가 1주 후인 7월 19일(주)에 마쳐집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면 기쁘겠습니다.  

3. 구역별 예배당청소가 재개되었습니다. 지난 주에는 2구역식구들께 오셔서, 시온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예배당을 깨꿋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 지난 주일 예배실황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 사과드립니다. 더 좋은 품질의 예배실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5. 7월 26일(주)은 시온장로교회 설립 41주년감사주일입니다. 1)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2)코로나 19 가운데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을 전달할 목적으로, 모든 성도로부터 음성과 화상을 녹음 

및 녹화하여 영상으로 제작한 뒤, 41주년 감사주일예배 간에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협조요구사항 

으로, “시온장로교회 41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와 

“코로나 19 로 힘든 가운데 있는 시온가족여러분, 힘내세요! 사랑하고 기도합니다!”와 비슷한 

내용의 메시지를 미리 녹음이나 녹화해 두셨다가 교회에서 연락을 받으시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계획이 아름답게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기도를 모아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6.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은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는 지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담임목사의 이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하이브리드 주일예배 

1. 7월에도 계속해서 소위 “하이브리드 주일예배”가 예배당에서와 가정에서 동시에 드려집니다. 

2. 예배당 출입시 반드시 준수해 주실 사항 

1) 출입시, 체온점검/ 2) 예배실 및 친교실에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3. 여전히, 몸의 건강상태를 진단하셔서, 열이 있으시거나 기침을 하시는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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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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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회의 준비사항 

1) 필수적 개인위생 도구/ 2)예배당 청소 및  소독/ 3)비접촉 체온계/ 4) 사회적 거리두기 자리배치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