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5월 11일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문에서 소위 성공한 사람이 나오거나,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것,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일들을 이루는 것 등등을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가문의 영광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살아온  환경이 모두 다르며, 지금 살아가는 삶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자못 

일반적인 의미로 가문의 영광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가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고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곤 합니다. 더더욱, 

5월의 달 곧,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 시온 안의 성도들의 상황과 환경은 더욱 민감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쉽게 자신의 이야기를 자랑하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잘못을 범하면 안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문의 영광의 의미(곧,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음)를 올바로 알아, 

시온공동체가 함께 같은 페이지 위에서 같은 감사와 기쁨과 자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눅 8:21)의 기본의미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의 성도들은 모두 이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같은 “가문의 

영광”을 가진 것입니다. 구원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의 자랑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격려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흉내낼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모습이지요.  

그 안에서,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부모와도 같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함께 인정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각자 다른 우리 가정들의 상황을 초월하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이 깊어지면, 우리는 더욱 더 우리의 가정의 상황을 깊이 살피게 되고, 

우리가 가진 복음(예수님)을 함께 식구들과 나누고 그 “가문의 영광” 위에 함께 서는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기도하는데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같은 흐름에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과 감격과 아쉬움, 애달픔이 있으신 

성도님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하고, 그 반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가정을 생각하실 때, 아픔이 모든 것인양 힘드신 성도님들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감사가 가득한 시온이 되길 기도합니다! 

❖ 함께 나눌 소식 

a. 장로후보교육이 익명(匿名)으로 이번 주일에(5월 16일) 세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을 세우시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b.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실내에서는 당분간 “코를 완전히 덮는 마스크착용”과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셔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2021년도 봄야외예배가 5월 30일(주) 오전 11시에 Rocks State Park (3318 Rocks 

Chrome Hill Rd, Jarrettsville, MD 21084)에서 있습니다. 4월 28일부로, 메릴랜드주 

안에서는, 경기장이나 실내식당 및 개인비지니스와 대중교통을 제외한 야외에서 

마스크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기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을 준비하게 됩니다.  

d. 시온여름학교가 6월 28일(월)~8월 13일(금) (7주간) 현장에서 또는 Hybrid (가정과 

교회)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사회와 장호준 집사(교감)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