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로고는 그리스어(헬라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그리스어로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발음: 엔 크리스토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엔)과 (크리스토)와 (예수)로 디자인한 것입니다. 

성경을 요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처럼 충분하고 만족스러운 표현은 없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신비적으로, 유기적으로, 그리고 

분리불가능하고 영원불변하게 연합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루어진 구원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과 의미를 떠나서는 주조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시온장로교회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인하여 성령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의지하는 자리에 견고하게 묵묵히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와 소망을 담아, 그리스어로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로고로 

삼습니다. 

 

 



 

This logo, cross shape, is made of Greek. 

In Greek,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Pronunciation: én kristo yesu) means “in Jesus Christ.” 

This words are designed with (én) and (kristo) and (yesu). 

When we summarize the Bible, there is no other enough and satisfied expression than “in Jesus 

Christ.” This expression means the mystical, organic, inseparable, and permanent union between 

Jesus and His disciples who are saved by Him. 

Both the salvation accomplished and salvation applied (the life for the saved) have been fulfilled 

and possible in Jesus Christ. Therefore, the purpose of the Bible, “The salvation of God’s people 

for the glory of God,” cannot be coined and understood apart from the expression and meaning 

of “in Jesus Christ.” 

Korean Zion Presbyterian Church, by confessing Jesus Christ “my Savior and my God” in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by the great grace of God, wants to stand firm and steady on the fact  

that we have been united with Jesus Christ so that we are able to check, confess, appreciate, and 

rely on the fact day by day in each every moment of our earthly life, 

For that purpose, with that meaning and hope, we take this Greek cross as our Lo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