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29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에 의하면, 이 세상과 구별된, 참되며, 끝까지 책임지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망이 이루신 일 곧,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붙잡아야 하는 

소망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국에서의 누리게 되는 “은혜”(상급)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 상급을 소망하는 사람으로서 즉, “구별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을 알기 

전의 삶을 버리고 모든 행실에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구별”이라는 의미인데, 그 구별된 길이 어렵지만 그 길을 가야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별되시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구별되심”은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구원자되심을 말하는데, 

바로, 연약한 우리를 “구별”하여, 구원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구별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구별된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구원이야기” 속에서 그 구별되심을 찾은 것이지요.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 해의 표어에 걸맞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성도(교회)”로서 살았는가를 생각하면, 

감사함도 있지만,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경우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죄송함이 큽니다. 진실로 구별된 

소망을 가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의 걸음을 걸어야 합니다. 새로운 해인 2021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또 다른 각오와 다짐의 시간을 가지기 보다, 이제는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별되심”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더 깊이 알아나가려는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서, “구별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의 삶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요 

15:5), 진정한 “구별”을 이루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시 의지하면서 그 “구별된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이루어가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2020년도 송구영신예배가 2020년 12월 31일(목) 오후 11시에 하이브리드로(예배당과 가정에서 

동시에) KM과 EM이 합동으로 드립니다. 2020년도 영상상영과 예배, 기도합주회로 구성됩니다.  

2. 2021년도 교회 표어: “소망 안에 아주 담대한 교회” 

2021년 한 해동안 우리 시온공동체가 한 믿음과 한 열정으로 붙잡고 걸어갈 표어입니다. 참 망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단순한 버티기”가 아닌 “아주 담대한 일어서기”를 이루어가는 2021년이 

되도록 믿음의 꿈을 함께 꾸기 원합니다. 동시에 저희의  연약한 믿음과 겸손의 협력을 통해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자리에 함께 지어지길 소망합니다. 

3. 정기제직회 (2020결산 및 2021예산)가 2021년 1월 10일(주일) 한어예배 직후 예배당과 가정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모든 제직들께서는 1) 전회의록, 2) 2020년 결산, 3) 2021년 예산안, 4) 제직회 

참여용지, 5) 회신용 봉투(우표부착)와 더불어 자세한 설명서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실천안 등이 

동봉된 우편물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세밀하게 문서를 읽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계신 곳에서 제직회에 꼭 참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제직회 참여용지가 두 개가 필요하신 가정은 

죄송하지만, 한 장에, 두 분의 이름과 직분을 적으시고, 의견을 두 개씩 표시하여 회신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