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2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인생이 가진 가장 크고 마지막인 고통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나고 살아가면서 그 모든 힘든 삶의 무게들을 우리의 어깨가 아닌, 예수님의 어깨에 맡겨야 함을 

확인합니다.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식 속에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의 고통을 

기억하면서 그 분의 어깨 위에 올려드리고 살아가야함을 확연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욥이 지나갔던 시간처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조차,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조차, 시온장로교회 안에서조차 우리를 

오해하고 거짓된 평가에 의해 우리를 배반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한 시간들 속에서, 매일 매일 

정직하게 우리의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 호소하고 의탁하는 자리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위로와 격려와 회복하심과 해결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모든 시온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정기제직회 결과 

➢ 지난 주일 한어예배 직후 이루어진 정기제직회에서 2020년도 결산과 2021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해, 우편으로,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적극적으로 

제직회에 참여해주신 제직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2. 정기공동의회가 다음과 같이 준비됩니다. 

a. 일시: 1월 31일(주일) 한어예배 직후  

b. 형태: 하이브리드 

c. 대상: 시온장로교회 만 18세이상 무흠 정교인(등록교인) 

d. 안건: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확정/ 교단변경 

e. 준비사항 

i.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수령(예배당, 가정) 

ii. 교단변경에 관한 당회결정안 수령 (예배당, 가정) 

3. “정기공동의회”를 위한 재정감사 (2020결산)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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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담당: 2020년도 감사, 부감사, 재정팀장 

4. 코로나 19대처 

➢ 지난 주일(1월 10일)에는 영어예배에 참여한 지체 몇 분에게 고열이 있어서, 몇 번의 확인 이후,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긴급조치 및 양해를 구하였습니다. 코로나 19 상황판인 

코로나보드(coronaboard.com)에 의하면, 하루 확진자가 지난 1월 8일 기준으로 324,857명이고, 

하루 사망자가 1월 6일 기준으로 4,370명인 어둡고 두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백신의 효력이 발휘되어 집단면역이 형성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져서 정상생활을 

회복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며 보호하는 걸음을 계속 걸어야겠습니다. 

➢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반드시 마스크로 “코를 덮어서” 착용해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