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15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이 세상에 있는 율례들 중, 그래도 가장 양심적이면서, 모범적이며, 법보다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속의 “황금률(The Golden Rule)”이지요. 그 율례가 가진 의미와 

효과가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졌으면, 그 이름을 “황금같은 율례”이라고 하였겠습니까? 매우 단순한 율례인데, 

이 세상을 법치없이 유지하도록 만들 수 있을 만큼 그 담긴 의미와 제재력이 큰 것이 바로, 이 황금률일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이 황금률은 “당신이 받기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십시오” (또는 “당신이 받기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십시오”)으로 표현되지요. 그런데, 세상을 들여다보거나, 조금 비판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관찰하면, 이 매우 상식적이면서 공감력을 가진 황금률이 휴지조각처럼 치부되고, 

고리타분하고 어리석은 논리인양 여겨지곤 합니다. 2008년 9월에 일어났던 미국재정위기 속, 재난대처방식을 

살펴보면서, 저희는 역사 속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셈이고,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따금씩 확인하며 살고 

있음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하게 주신 삶의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문득 

던지신 이 소위 “황금률”은 세상이 하찮게 여기는 교과서 한 구석에 남겨진 율례이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지켜야 한다는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무너지고 부서지는 

상황을 살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원하는 것, 편안하게 예수님믿고 싶은 그 갈급함을 주변의 사람들 중,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중한 예수님을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이 힘겹게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것을 즉, 내가 받았으면 하는 것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함께 이루어가도록 하심임을 알게 된 것이지요. 코로나 19가 억누르고 제약을 가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삶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품어주고 위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면서, 잔잔하지만 흔들리지 않게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특별기도모임 

이번 주일(9/20)에도 지난 주에 이어서, 안수집사님들과 당회가 확대당회로 모여서 특별기도모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움을 입은 자들이 모여서 개인과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의 앞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시간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에 시간과 정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2. 확대당회와 구역장 회의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세움받으신 분들이 다음 주일(9월 27일) 예배 직후 친교실에서 향후 

시온장로교회의 행보를 논의합니다. 이 모임을 위해 기도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3. 시온한국학교(온라인)과 예배 후 친교절제를 위한 기도를 지속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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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