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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엘교회 목회서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보고 싶은 벧엘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정부의 지침을 따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한 

지 3 주가 지났습니다.  그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던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다시 한번 절감(切感)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영상으로 ‘삶터훈련’과 ‘중보기도’ 모임에 참여해 여러 

성도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잔잔한 감사와 기쁨, 위로가 

있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지나가고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또 하나 제게 있는 간절한 기도는 여러분이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롬 12:1, 요 4:23-24).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 준수할 몇 가지 

예절(etiquette)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1) 먼저 예배 시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입니다.  복장은 우리 마음과 태도에 영향을 줍니다. 2) 또한 

예배에 방해가 되는 전화, 요리 등 예배 외의 다른 일을 삼가고, 3) 찬송과 

성경 읽기 등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는 ‘구경’이나 ‘시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기에 방송하는 

교회당이나 예배하는 가정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3 주간 

11 시 반 온라인 예배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주에는 1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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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에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0 분 전에 접속하셔서 예배 

안내와 광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주부터 예배 영상 아랫부분에 예배 후 나눌 수 있는 질문 

세 가지를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자녀들을 위한 간단한 

질문이지만, 예배 후에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나누며 대화의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혹은 사랑방 식구들과 영상으로 만나 질문에 답하며 

서로 받은 은혜를 풍성하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얼마나 지속할지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여러 가정과 지역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상당한 영향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코로나 

이후(post-corona)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익숙해진 온라인 

예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꿈꾸고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성도들이 능력 

있는 믿음으로 일어나 시대와 세상을 책임질 수 있길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백신종 드림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덮어 주셔서 코로나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2. 위기의 시대,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세대와 말씀의 가치를 무너뜨리

던 사회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3. 코로나 사태로 고립되어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분에게 위로와 평안을 더하시고, 성

령의 임재가 느껴지는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