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7월 28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시온장로교회 성도가 걸어가야 하는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요케 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이지요. 비록, 코로나 19로 어려운 시간 속에 있다고 하지만, 오늘 살아갈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세상에 물든 가치관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 

연합하셔서 늘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걸음을 매일 매일 새롭게 의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여정을 넉넉히 지속해 나가시는 시온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예배 후 친교 

코로나 19의 확진자수가 재반등함에 따라, 예배 후, 간헐적으로 있었던 친교를 8월 한 달간 

절제하기로 당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시온교우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이 결정에 대한 

양해와 협조 및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시온장로교회 설립 41주년감사주일 

지난 주일(7월 26일) 오전 11시에 한영합동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와 격려의 영상을 준비하는데 협조해 

주신 분들과 기도로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42주년을 맞이할 때까지 또 다시 

걸어야 하는 믿음의 경주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을 공통분모로 삼아, 함께 믿음의 격려를 나누며 

진행되어지길 원합니다.  

3. 시온여름학교(온라인) 

마지막 한 주(8월 3일~6일) 남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4. 구역별 예배당청소를 수고스럽게 담당해 주신 5구역식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헌금을 우편으로 보내시는 것은 별도의 광고가 있을 때까지 지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하이브리드 주일예배 

1. 8월에도 계속해서 소위, “하이브리드 주일예배”가 예배당에서와 가정에서 동시에 드려집니다. 

가정에서는 www.thezion.org에서 예배실황 항목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거나 YouTube에서 

“시온장로교회, 메릴랜드”를 찾으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2. 예배당 출입시 반드시 준수해 주실 사항은 예배당 출입시, 체온점검에 협조해 주시고, 예배실 및 

친교실에서 “지속적인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질병통제센터(CDC)에 의하면, 체온이 화씨 100.4도를 넘으면 고열로 간주됩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되시면, 자발적으로 친교실에서 따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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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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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교회는 필수적 개인위생 도구비치, 예배당 청소와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식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http://www.thezio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