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19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세례요한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사람이 가진 이해의 폭을 넘어서서, 완전히 차원이 

다른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셨습니다. 의아심과 아쉬움을 가지고 나흘이 걸리는 먼 길을 제자 둘을 보내서 

간절한 질문을 던지는 세례요한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그려줍니다. “승리의 이야기”나 “회복의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식으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공식이나 기대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고 의지하는데 갈등을 읽으키곤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곤 합니다. 너무나 “다른 길”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와 다른 길을 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가진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걸음입니다. 그 다른 길을 걸으신 첫 번째 주인공, 예수님을 기도로 간절히 의지하며 

그 “다른 길”을 계속해서 묵묵히 걸어가시는 모든 시온가족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정기공동의회를 위한 재정감사 (2020결산) 

➢ 지난 주일에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2. 정기공동의회가 다음과 같이 준비됩니다. 

a. 일시: 1월 31일(주일) 한어예배 직후  

b. 형태: 하이브리드 (예배당,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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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문서수령방법  

  - 예배당 픽업, 우편, 이메일, 또는 카카오톡 

3. 2020년도 헌금명세서 

➢ 재정팀장, 장호준 집사께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4.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관해 

➢ 지난 1월 15일(금)에 메릴랜드주지사, 래리 호건씨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1월 18일(월)부터 

1B단계에 해당되는 75세이상의 주민은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매릴랜드 주정부는 백신 접종 웹사이트(http://coronavirus.maryland.gov/pages/vaccine)에서 접종 

현황, 장소, 접종예약 등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우편번호를 넣으면,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장소가 나옵니다. 접종대상자는 접종 가능한 장소의 

웹사이트나 전화를 통해 개별적으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 1월 25일(월)부터는 월마트나 자이언트에서도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시온장로교회가 속한 볼티모어카운티에서 코로나 19 백신 접종을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의 주소(http://baltimorecountymd.gov/vaccineregistry)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http://coronavirus.maryland.gov/pages/vac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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