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2월 2일 

사랑하는 시온장로교회 가족들께, 

야곱이 만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는 20년 후에 만나는 형이었습니다. 머리를 쓰고 또 쓰고 자신의 살 길을 

강구하던 야곱이 마지막으로 취한 것은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옆으로 치우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쳤던 지난 20여년의 

삶에서 조차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얍복강에서 씨름(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노력이 갸륵하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인 식으로 야곱이 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만이 

야곱의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과정은 “이스라 – 야곱”에서 “이스라 – 엘” 곧, “야곱이 이끌어 온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으로의 변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며 책임자”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 – (우리 이름)”이 되는 것이 더 익숙하고 더 잘 될 것 같다고 여기며 살아가곤 합니다. 

계속되어지는 삶에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하면서, 계속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아래와 같이 열리는 정기공동의회를 다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a. 일시: 2월 7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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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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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연간교역계획표, 구역편성, 직분자, 섬김위원표 

 당회에서 신중하게 수립 중이며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4.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관해 

➢ 지난 1월 25일(월)부로 메릴랜드는 비상사태가 해재되었고 1C단계에 해당되는 분들(65세 

이상)도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시온장로교회가 속한 볼티모어카운티 이 

방침에 따라 1C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이 코로나 19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1단계(1A, 1B, 1C)에 필요한 분량은 3백만회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이프웨이(Safeway)와 

라잇에이드(Rite Aid), 자이언트(Giant)와 월마트(Walmart)를 비롯한 병원과 의료센터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접종을 원하시면, 주치의에 연락을 취하시거나 직접 접종장소에 

가셔서 예약을 하신 후에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난 수요일(1월 27일) 발표에 따르면, 

메릴랜드에서는 42만회 분이 접종되었고, 하루에 약 2만회분이 접종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