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30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 주셨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루어져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다운 삶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성경)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임을 “집을 반석 위에 짓는 행위”로 묘사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희생과 힘과 노력과 고통이 

동반되는 걸음이지만, 말씀없이 세워진 화려해 보이는 삶(기초없는 집)보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삶에서 – 조용히 그러나 타협없이 나누어나가는 건강하고 건전한 제자의 삶(반석에 

기초를 놓는 집)을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시는 시온의 온 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가을대청소 

이번 주일(11월 15일) 예배 및 친교직후,  관리팀 (팀장: 이규성 장로)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청소의 

영역과 내용은 나무 자르기, 낙엽 모으기, 실내 정리정돈이 됩니다. 한 믿음과 한 마음으로 동참하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예배에 오실 때, 청소하실 때 편하신 복장을 준비해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2. 추수감사주일예배 

11월 22일(주) 오전 11시에 한어권과 영어권이 합동으로 

드리게 됩니다. 물론, 장소는 예배당과 가정이 됩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성찬식은 미리 포장된 떡과 포도주 

키트(그림)를 가지고 진행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들께는 예배당에 입장하실 때, 분배하여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께는, 구역장을 통해서 주일(11/22) 전에 미리 

분배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배 중간에 이루어지는 성찬식이 진행될 때, 담임목사의 진행에 

따라 함께 질서있게 동참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미리 

구역장께 연락하셔서, 성찬식에 참여하시겠다는 의사를 다음 주일(11월 15일)까지 전달하여 

주십시오. 성찬식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하실 수 있음을 주지 및 양해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3. 예배 후 친교가 습식 또는 취식으로 진행됩니다. 익명으로 섬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하이브리드 주일예배 

1.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정돈되고 질서있는 자세(10분전부터 준비, 복장, 성경찬송지참, 집중)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가능하시면, 예배 후, 참석여부를 각 구역장님들께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 다음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 예배당 입구에 비치된 손세정제를 사용하여 손을 소독 준수 

b. 체온점검 후, 고열(화씨 100.4도)이 확인될 경우, 예배팀장의 조치에 순응 

c.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마스크착용하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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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