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22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의미있고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만들어 내는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우리는 이 고통을 서로에게 지속적으로 끼치며 살아간다는 현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유일한 해결책이 

되시는 하나님말고 다른 것 또는 우리 자신을 해결책으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욥이 만났던 상실의 고통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죽음” 앞에서, 사람은, 아무 것도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그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한 극도의 고통의 시간들은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모범답안을 주신 것처럼(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동시에,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주인되심을 강력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갖혀 있는 우리”의 고통을 걸머쥐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가장 큰 고통인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어버린 코로나 19라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우리가 고통이 

말하는 것(하나님이 주인이시다)에 귀를 기울이며, 고리타분해 보이고 유약해 보이지만,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맡겨드리면서, 이 고통의 시간을 묵묵히 걸어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확대당회와 구역장회의 

이번 주일(9월 27일)에는 지난 주일에 광고드린대로, 확대당회와 구역장님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기도모임 및 향후 시온장로교회의 행보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아 

세움을 입은 분들이 모여서 겸손하게 논의하며 개인과 우리의 가정들과 교회의 앞 길을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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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기도모임 (팀장)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세움받으신 팀장분들이 다음 주일(10월 4일) 예배 직후 중고등부실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모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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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