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12월 22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지난 주일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속에 담긴 기가 막힌 기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다스리셔서 로마황제인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을 통해서 호적조사를 하게 하셨고, 

헤롯왕의 상황을 조정하셔서, 주전 6~4년경, 헤롯왕이 죽기 전에 탄생하도록 하셨으며, 그 호적조사와 그 

이후에 이루어진 호적조사(구레뇨가 주후 7년에 이룬)를 구별함으로써, 예수님의 탄생이 헤롯왕 때 

이루어졌음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기적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800여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구원자)는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미리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주관하셔서, 시간과 

장소를 정확하게 맞추시고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어서 회복이 

불가능하고 제한된 존재였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할 때, 몸에 

소름이 끼쳐지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함이 올라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이렇게 크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제한하던 삶의 자리를 떠나, 일상 속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고백, 인정,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묵묵히 걷는 건전하고 건강한 시온장로교회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한가족환영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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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인 2020년 12월 27일에, 예배시간 중,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2. 2020년도 송구영신예배가 2020년 12월 31일(목) 오후 11시에 하이브리드로(예배당과 가정에서 

동시에) 영어와 한어가 합동으로 드려집니다. 2020년도 영상상영과 예배, 기도합주회로 구성됩니다. 

이를 위해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3. 제직회 (2020결산 및 2021예산)가 내년 두 번째 주일(2021년 1월 10일) 한어예배 직후 예배당과 

가정에서 동시에 하이브리드로 진행됩니다. 우편으로 결산과 예산이 회람되며, 우편으로 의견개진 

및 결의를 수합하게 되며, 회의 중 결의합니다. 다음 주 당회서신에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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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사님)의 조치에 순응 

c. 예배의 시작부터 마침까지 마스크를 반드시 “코부터 턱까지” 덮어서 착용하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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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