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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요한을 따르면서 예수님께로 향했던 군중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야가 맞으시냐는 그의 

질문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 때문이었습니다. 세례요한에게서 온 제자들을 돌려보내신 후,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은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보내신 특별한 선지자이며 사자(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자라고 높이 세워주심으로써, 그들이 세례요한을 따르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틀린 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혼란 가운데 있는 군중을 격려하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만일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고 가정하게 된다면, 그들이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에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일임을 

드러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는 바리새인과 율법사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무관심과 무반응 및 비난과 조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세례요한처럼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길이 다르다고 여겨질 때 오는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인생의 로타리 곧, 이렇듯 

다양한 생각들과 가치관들(세례요한, 세례요한을 따르는 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등등)이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했다고 해도 힘들어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너무 작은 것 같아 예수님도 붙잡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과 가치관을 붙잡고 싶어져서 그렇게 할 때,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와 

격려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다시 한 번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다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리스도인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 의탁하며,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묵묵히 걸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아래와 같이 열리는 정기공동의회를 다함께 기도로 준비합니다! 

a. 일시: 2월 14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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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참여를 신청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으시는 새로운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f. 좋은 날씨를 위해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2.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관해 

➢ 현재, 1C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65세이상)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Safeway와 Rite Aid, Giant와 Walmart를 비롯한 병원과 의료센터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일 접종을 원하시면, 주치의에 연락을 취하시거나 직접 접종장소에 가셔서 예약을 

하신 후에 접종을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두 가지가 어려우실 경우, 당회(민경구 

장로: 443-722-3070/ 이성흠 목사: 267-934-9452)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정부에서 메릴랜드에 공급하는 양이 하루에 1,100회분이라서, 하루에 

2,000회분을 필요로하는 면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함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