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1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인지상정이라고 여기는 “행위의 저울”은 온 인류의 상식이며, 우리의 삶에 깊이 녹아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에게 못하면 나도 못한다”는 것이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보기에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너무 깊이 그 저울에 익숙해 있는 것이지요.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조건에 “믿음의 저울”을 

들이대셨습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치실 때, 백부장의 행위 때문에 고쳐주셔야 한다고 하는 장로들의 상식적인 

생각과 요청을 뒤로하시고, 비상식이나 몰상식이 아닌, 초상식적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신다”는 

사실을 천명하셨습니다.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분명하게 믿음으로써 곧, “믿음의 저울”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건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행위의 저울”을 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닌, 무너뜨리기 위한 “행위의 저울”사용을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러운 존재이며, “믿음의 저울” 곧,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도,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도 모두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깊이 접목되시는 시온가족이시길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코로나 19 대응책 

계속해서 우리교회는 현재까지 수용인원의 50%(약 50명)를 초과하지 않은채, 예배당에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께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시에, 친교는 지금처럼, 본인의 의지에 따라, 습식(拾食: 

음식을 받아서 가시는 일)과 취식(取食: 음식을 받아서 친교실에서 드시는 일)으로 이루어집니다. 

여전히,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전 보다 더욱 더 조심하고 

마스크는 반드시 “코부터 턱까지 덮어서 착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본적인 거리두기를 

지켜주십시오! 그래야, 예배당에 오시는 시온가족들이 안심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친교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본”을 함께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원합니다. 

2. 새가족반 2020-02 #2 

이번 금요일(12월 4일)에 임영선 집사님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모아주십시오. 

3. 예산위원회 모임 

이번 주일(12월 6일) 예배와 친교 직후, 찬양대실에서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위원(안수집사): Michael Hagan, 장호준, 김광철, 김종철, 문태현/ 위원장: 민경구 장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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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팀장(문태현 집사)의 조치에 순응/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마스크를 코부터 턱까지 덮어서 착용하기”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