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8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욥이라는 인물은 “고통받은 의인”의 대명사가 되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욥기를 시작하면서, 자못 범하기 쉬운 오류 곧, 고통은 존재하나, 그 고통 속에서 미쳐 돌아보지 못하는 

사실상 매우 큰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있을 수 있고 보이며 또한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안에 제한되어진 존재임을 자각하지 못하고, 마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품을 수 있다는 식의 교만이 저희들의 

눈을 욥의 고통에만 머물게 합니다. 그의 보여지는 조건에 의존하여 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하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바로,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열매로 

여겨졌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소유의 완전해보임이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닌 것이지요. 

욥과 저희는 닮았습니다. 저희도 아브라함의 족보에 들지 않았거든요. 마치 족보에 없는 욥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위에서 저희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지나가는 삶의 여정 속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 

고통의 사각지대 곧, 저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식하고, 삶의 숙제들을 계속해서 

맡겨드리면서 성도로서의 삶을 견실하게 걸어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기도모임 

당회는 지난 주일에 임시당회를 가지고, 향후 4주간 특별기도모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전체 

성도를 초대하여 기도모임을 가지는 것은 상황적으로 어렵고 위험부담이 있기에,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모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앞의 두 주일(9월 

13일, 20일)은 확대당회로 모여 기도회를 가질 계획이며, 뒤의 두 주일(9월 27일, 10월 4일)은 

구역장과 팀장을 중심으로 기도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아울러, 메릴랜드주의 방침에 호흡을 

같이하기로 결정한 교회의 방향성을 고수하면서, 교회가 전면 재개(再開)되어야 할 상황을 미리 

가늠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각자 흩어진 환경 속에 계시는 성도들과 어떻게 긴밀한 관계를 

회복하며 다음 걸음을 준비할 수 있을 지를 치밀하게 논의하고 기도하면서 수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걸음을 위해, 그 자리에 계시건 그렇지 않으시건, 진실된 기도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시온한국학교(온라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됩니다. 감사한 진행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 기도를 지속해 주십시오. 

3. 예배 후 친교 

9월 한 달간의 더 절제하기로 당회가 결의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한 양해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하이브리드 주일예배 

1. 상대방이 안도감을 느끼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방법으로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마스크착용하기”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해서” 준수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예배당 출입시 체온점검 후, 고열(화씨 100.4도)이 확인될 경우, 예배팀장의 조치에 응해주시고,  

건강상태를 진단하셔서, 만일 고열, 기침이 있으시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시거나, 예배당에 오시는 

것이 우려가 되시면 가정에서 영상으로 실시간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