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5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2021년이 밝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다른 한 해가 오는 연말연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여러가지 다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를 두어야 할 내용은 “소망 안에 아주 담대한 성도(교회)”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구원이 영원불변하다는 사실”이라고 지난 주일에 

고린도후서 3장 12절 말씀에서 확인하여습니다. 그리고, “아주 담대한” 성도의 삶이란, 보여지는 역사일 수도 

있지만, 다분히 보이지 않거나 작아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는 것임을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 식사시간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기도드리고 먹는 삶, 운전할 때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삶, 사람들과 대화할 때 

상대방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대화하는 삶, 행동할 때 조심스럽게 하는  삶 등등의 매우 일상적인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가는 것(18절)이 바로 “아주 담대한” 삶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닯는다는 것은 그리 대단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듯 평범해 보이는 삶의 영역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아주 담대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품고 불쌍히 

여기면서 선한 말과 행동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가진 그 “소망”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얻은 구원이 영원불변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아주 담대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리에 시온가족 모두가 2021년 한 해동안 힘있게 세워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정기제직회 (2020결산 및 2021예산) 

a. 2021년 1월 10일(주일) 한어예배 직후 예배당과 가정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b. 2020년도 모든 제직들(서리집사, 시무권사, 안수집사, 시무장로, 협동장로)께서는  

i. 전회의록 사본,  

ii. 2020년 결산,  

iii. 2021년 예산안,  

iv. 제직회 참여용지,  

v. 회신용 봉투(우표부착)와 더불어  

vi. 자세한 설명서와 담임목사의 목회철학 실천안 

      등이 동봉된 우편물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세밀하게 문서를 읽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예배당이나 가정에서 제직회에 꼭 참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c. 제직회 참여용지가 두 개가 필요하신 가정은 죄송하지만, 한 장에, 두 분의 이름과 직분을 

적으시고, 의견을 두 개씩 표시하여 회신해 주십시오.  

d. 단, 예배당에서 제직회에 참여하실 분들은 회신하지 않으시고 현장에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2. 재정감사 (2020결산) 

a. 2021년 1월 17일(주일) 한어예배 직후 교회 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b. 담당: 2020년도 감사, 부감사, 재정팀장 

c. 재정감사는 정기공동의회를 위해 준비됩니다. 

3. 2021년 연간교역계획표, 구역편성, 직분자, 섬김위원표가 잘 수립되도록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