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 26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였고 가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따라, 고통 가운데 

서게 된 욥은 지속적으로 자신 안에서 죄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등을 돌린 검사와 같이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죄가 없는데 벌을 주려는 검사 말입니다. 친구들도 등을 돌려버린 

상황에서, 욥은 전적으로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으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욥을 죄인으로 취급하려는 친구들의 접근은 욥을 더 피곤하게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버림받은 것 

같은 시간 속에서, 욥은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 다시 달려갔고, 하나님을 자신의 변호사로 선임하기 원하며, 그 

바램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욥 16:19, 21, 17:3). 외면하신 것같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매우 

어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그것의 필요성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실재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의 변호사”로 보내셨습니다. 검사 하나님와 우리 사이에, 예수님께서 

변호사로 우리의 죄를 변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크고작은 고통, 심지어 남이 몰라주는 고통 곧, 숨겨진 것 같은 

고통까지도, 예수님께 더욱 더 강한 신뢰와 의지함을 고백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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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가정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새로운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신중하게 드리는 예배 

a. 2021년도에는 더욱 더 신중하게 예배하고 에배를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시온공동체가 되기 위해 기도하며 실천합시다! 

3. 시온한국학교 ’21 봄학기 준비 

a. 기간: 2월 5일(금)~5월 21일(금) 

b. 형태: 가상환경 (Virtual) 

c. 많은 학생들이 모집되도록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4. 2020년도 헌금명세서 

➢ 재정팀장, 장호준 집사께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5.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관해 

➢ 지난 1월 25일(월)에 메릴랜드주지사, 래리 호건씨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1월 25일(월)부터 

비상사태가 해재되었습니다. 동시에 같은 날(1월 25일)부로 1C단계에 해당되는 분들(65세 

이상)도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각 카운티마다 다릅니다만 

시온장로교회가 속한 볼티모어카운티 이 방침에 따라 1C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1월 25일(월)부터 자이언트에서도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