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1월 24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우리는 지난 주일에, 무언가 감사할 것들이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하되, 더 중요한 것, 즉, 그 감사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여도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음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견고하고 변함없는 책임”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그것을 지키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께서 입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책임”을 여전히 담당하시면서, 결국, 우리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책임”있게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입에서의 “감사”만이 아닌, “다른 사람(가족, 이웃, 

일터, 교회)을 향한 ‘책임’”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책임지셨다는 

사실(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변을 향한 나누고 삶의 무게를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기도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힘있게 의지하는 시온의 가족들이 되시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코로나 19 대응책 

지난 11월 17일(화) 발표되고 11월 20일(금) 오후 5시부터 발효된, 메릴랜드 주지사, 레리 호건의 

행정명령에서, 그동안 많이 느슨해졌던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사항이 다시 5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즉, 교회 건물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의 50%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회는 현재까지 수용인원의 50%(약 50명)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인원이 초과되어도 친교실이라는 공간에 46명(소방서 허가인원인 92명의 50%)까지 

수용이 가능하기에, 당분간, 예배는 지금처럼 예배당에서 드리실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반식당 

안에서 식사하는 것이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기에, 친교도 실내에서 지금처럼 거리를 두고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전 보다 더욱 더 

조심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코를 덮어서 착용”하고, 기본적인 거리를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에 오시는 시온가족들이 안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친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임을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하였으면 합니다. 

2. 새가족반 2020-02 #1 

이번 토요일(11월 28일)부터 임영선 집사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3. 예배당 방송카메라 추가설치로, 지난 주일부터,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예배당 안과 함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함께 보시면서 예배하실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하이브리드 주일예배 

1. 개인의 상황과 시온가족의 상황을 고려하여, 힘이 드시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응원해 드립니다!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최대한 정돈되고 질서있는 자세(10분전부터 준비, 복장, 성경찬송지참, 집중)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께서 다음을 지속적으로 준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당 입장 

전 손세정/ 고열(화씨 100.4도)이 확인될 경우, 예배팀장의 조치에 순응/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마스크를 코까지 덮어서 착용하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