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15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우리는 자신이 노력한 것이나 그 노력의 한계보다 더 나은 것을 거두게 될 때 기뻐합니다. “우연한 행복”(우연 

속 유익)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서처럼 영어에도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Serendipity(세렌디퍼티)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인데, 그것이 스리랑카(Sri Lanka)라는 나라의 전신인 “Serendip”(세렌딥)의 왕과 왕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유래했습니다. 그 나라의 왕자들이 세상의 풍물을 익히고 세상의 지혜를 얻고 돌아오기 위해 떠났던 

걸음 속에서 얻은 매우 소중한 지혜는 바로, “우연과 같은 작은 부분에서도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삶에서는 “우연 속 유익”이 존재하기에 모든 것을 중요시 여기며 다루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것 모두를 가치있게 여기고 관계하고 대우할 때, “우연히 그 안에서 유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이미 우리가 삶에서 경험해 본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아무 것도 심은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우연”을 꿈꿀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외아들을 잃은 과부”라는 존재는  “죽음”을 

의미할 정도로 비참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소위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반드시 그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철저한 계획에 의한 “필연”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바로 이 사실과 일치함을 지난 주일말씀 속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문제도, 오늘을 사는 

문제도,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억하는 성탄의 계절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힘있게 누리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당회결정사항 

지난 주일에 확대당회에서 논의된 후, 당회가 결정한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주일예배 후에 있는 친교”를 2021년 1월까지 “잠정적으로 생략”합니다. 

2) 2020년도 성탄일가족예배는 성탄절(12월 25일(금))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만 드려집니다. 

3) 2020년도 송구영신예배는 12월 31일(목) 오후 11시에 하이브리드 형태로 예배당과 가정에서 

동시에 드려집니다. 

2. 한가족환영회 20-02 

지난 4주간 새가족반 교육을 성실히 마치신 임영선 집사님을 한가족으로 환영하는 시간을 

2020년의 마지막 주일(12월 27일) 예배시간 중에 진행합니다.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 하이브리드 주일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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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예배당 입장 전 손세정 

b. 고열(화씨 100.4도)이 확인될 경우, 예배팀장(문태현 집사)의 조치에 순응 

c.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마스크를 코부터 턱까지 덮어서 착용하기”와 “대화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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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