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년 시나드(대회) 주일 Synod Sunday 2021 

요한일서 3:16-24 – 8 월 22 일 

The Synod of the Su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serves Christ by connecting, 

equipping, and empowering Presbyterians for Christ's mission within and beyond the Synod's 

bounds. Because we believe when we work together across boundaries, we make visible the 

Good News and find wholeness as the Body of Christ. In our common calling, we impact 

lives together.  

미국 장로교 태양 회의는 총회 내외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위해 장로교를 

연결, 장비, 강화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 깁니다. 

우리는 경계를 넘어 함께 일할 때 좋은 소식을 보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함을 찾게 됩니다. 공통의 부름에서 우리는 함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We know love by this, that he laid down his life for us—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one another. How does God’s love abide in anyone who has the world’s goods and sees a 

brother or sister in need and yet refuses help?  

Little children, let us love, not in word or speech, but in truth and action. And by this we will 

know that we are from the truth and will reassure our hearts before him whenever our hearts 

condemn us; for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s, and he knows everything. Beloved, if our 

hearts do not condemn us, we have boldness before God; and we receive from him whatever 

we ask, because we obey his commandments and do what pleases him.  

And this is his commandment, that we should believe in the name of his Son Jesus Christ and 

love one another, just as he has commanded us. All who obey his commandments abide in 

him, and he abides in them. And by this we know that he abides in us, by the Spirit that he has 

given us. - I John 3:16-24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 장 16-24 절 

 
 

태양 대회 네트워크 Synod of the Sun NETWORKS: 

인종차별 해체를 위한 네트워크 Network for Dismantling Racism  

히스패닉 선교부 네트워크 Hispanic Mission Ministry Network  

Solar Under the Sun (태양열 에너지 프로젝트) 

평신도 목회자 네트워크 Commissioned Pastors Network  

대회 청소년 워크숍 Synod Youth Workshop 

오클라호마 노회 네트워크 Oklahoma Presbyteries Network  

기후 변화에 대한 믿음의 행동 Faithful Actions on Climate Change  

 

 

태양 대회 언약 파트너(Synod of the Sun COVENANT PARTNERS):  
Austin College | Austin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Evergreen Life Services | Goodland Academy | Lyon College 
Presbyterian Children’s Homes & Services | Presbyterian Mo Ranch Assembly Presbyterian 
Pan American School | Schreiner University 
Synod of the Sun Presbyterian Foundation | Texas Presbyterian Foundation Trinity 
University | University of the Ozarks | University of Tulsa 
Vera Lloyd Presbyterian Home & Family Services 
 

기타 대회 조직 Other Synod ORGANIZATIONS:  

태양대회 장로회 여전도회 Presbyterian Women of the Synod of the Sun 

남서부 장로회 역사학회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 of the Southwest 

중남부 지역 장로회 교회 교육자 협회 South Central Region of the Association of 

Presbyterian Church Educ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