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9월 29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우리의 성(姓) 곧, 가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누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과정이 예수님의 성을 바꾸신 

과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비참한 과정은 결국, 비참함 속에 갖혔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존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죽음의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로 변화시키시기 위한 눈물이 흐르는 감사의 

과정이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변함없이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곧, 

구원의 자비하심이, 먼저는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해타산을 넘어서서, 잔잔하게 이루어져 나가길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은, 지난 목요일(10월 1일)에 2020년 추석을 맞이하여, 실버선교회 지체분들을 

간단한 선물과 함께 기도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행동반경이 더 좁아지시고 

제한되신 실버선교회 어르신들을 이러한 기회에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한 지체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방편임에 틀림없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확대당회와 구역장회의 결과 

a. 주일예배: 기존 형태 유지하면서, 소규모 예배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b. 예배 후 친교는 10월 첫 주일(10월 4일)부터 교회주차장에서 재개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음식은 정식 식사가 아닌, 차와 스넥으로 준비될 것입니다. 

c.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친교모임을 교육부에서 계획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d. 주일예배 출석상황은 구체적인 확인이 불가능하기에, 앞으로의 걸음을 위해, 그리고 예배에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성도님들을 존중하기 위해 구역장과의 연락을 통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결정사항이 시온장로교회를 더욱 더 견고히 세우는 길이 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 특별기도모임 (마지막: 팀장)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세움받으신 팀장분들이 이번 주일(10월 4일) 친교 직후 중고등부실에서 

특별기도모임의 마지막 시간을 가집니다. 이 모임을 위한 기도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3. 시온한국학교(온라인) 

감사한 진행과 풍성한 열매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모아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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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