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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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예 배
 2019년도 표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인도: 윤성천

* 부름의 말씀 ‥………… 느 8:8-10 …………‥ 인도자

* 주님의 기도 ‧……………‥………‥………‥………‥… 다같이

* 찬송 …‥…  ‘오소서, 평화의 왕’ ……‥ 다같이

1. 오소서 오소서 평화의 임금 우리가 한 몸 이루게 하소서
2. 오소서 오소서 생명의 주님 서로가 귀히 여기게 하소서
3. 오소서 오소서 진리의 주님 모두가 주를 따르게 하소서
  

* 성시교독 ‥……… 3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33장 …………‥‥ 다같이



기도 ‧……………‥………‥………‥………‥… 김정현
송영 …‥… ‘우리 기도 들으소서’ ……‥ 다같이

* 성경봉독 …‥… 창 32:22-31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이스라엘’ … 백호성

기도 ‧……………‥………‥………‥………‥… 설교자

찬송 ‥…………‥ 425장 ‥…………‥ 다같이



* 축도 ‧……………‥………‥………‥………‥… 백호성

Meditation …‥…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 다같이
(*바이올린: 김정현 *첼로: 왕혜진 *피아노: 김영언)

환영과 알림 ‧……………‥………‥………‥………‥… 인도자

* 예물봉헌 …‥… ‘내가 가진 모든 것’ ……‥ 다같이

* 봉헌기도 ‧……………‥………‥………‥………‥… 인도자
( 봉헌담당: 윤재선 )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우릴 사용하소서~>



< 추리극 >         

                -詩: 안희연

천사, 영혼, 진심, 비밀.....
더는 믿지 않는 단어들을 쌓아놓고
생각한다, 이 미로를 빠져나가는 방법을
나는 아흔아홉 마리 양과 한 마리 늑대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이유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매일 한 마리씩, 양은 늑대로 변한다
내가 아흔여덟 마리 양과 두 마릴 늑대였던 날
뜻밖의 출구를 발견했다
그곳은 누가 봐도 명백한 출구였기 때문에
나가는 순간 다시 안이 되었고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을 더는 믿지 않기로 했다
미로는 헤맬 줄 아는 마음에게만 열리는 시간이다
다 알 것 같은 순간의 나를 경계하는 일
하루하루 늑대로 변해가는 양을
불운의 징조라고 여기는 건 너무 쉬운 일

만년설을 녹이기 위해 필요한 건 온기가 아니라 추위 아닐까
안에서부터 스스로 더 얼어붙지 않으면
불 꺼진 창이 어두울 거라는 생각은 밖의 오해일 것이다
이제 내겐 아흔아홉 마리 늑대와 한 마리 양이 남아 있지만
한 마리 양은 백 마리 늑대가 되려 하지 않는다

내 삶을 영원한 미스터리로 만들려고
한 마리 양은 언제고 늑대의 맞은편에 있다



  聞香下馬(문향하마)

聞香下馬(문향하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낙 “聞香下馬, 知味停
車.”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는 말입니다. 직역하자면, “향기를 맡은 
이는 말에서 내리고, 맛을 아는 이는 수레를 멈추게 한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는 타고 가던 수레에서 내리고, 달리던 
말도 세워서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이라는 속뜻이 들어있습
니다. 

聞香下馬(문향하마)라는 말을 현대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맛집’, 
‘진짜 맛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의아한 것이 있습니다. 
음식의 향기는 코로 맡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귀로 
향기를 맡다는 의미로 聞(들을 문)자를 사용했을까요? 아마도 코로 
냄새를 맡고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에서 귀로 그 소식을 
듣고서 까지 찾아온다는 말이 아닐런지요. 

어느 낯선 곳, 물어물어 찾아간 음식점에서 聞香下馬(문향하마)라
는 말이 새겨진 현판을 만났습니다. 말 그대로 멀리서도 그 향기를 
듣고 찾아온 음식점이었습니다. 1949년에 문을 열어 3대째 운영하
고 있는 그곳에서 음식을 먹으며 진짜 교회됨의 聞香下馬(문향하
마)를 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말에서 내리지 않느냐(下馬)고 생각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향기를 발하고 있는지(聞香)를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 ‘나’라는 사람이 속한 가정은 또 어떤 聞
香하고 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소의걸음

 



알리는 말씀
1. 예배에 함께 하신 움오름가족분들과 방문하신 교우분들을 

환영합니다. 정리 후 함께 나누는 애찬이 있습니다.

2. 오늘 예배 후 ‘출애굽기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 이후 
출애굽기 나눔을 할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선정해 주십시
오.

3. 연말 소득공제 필요하신 분은 서류 가져가십시오.

4. 중보기도*후원아동
            전보나(여.6세), 이예지(여.5세), 도노을(여.4세)

5. 다음주일 주일예배는 평소와 같이 있습니다. 고향 다녀오
시는 가족님들은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다음 주일( 2/3 ) 봉사위원

예배인도 기도 봉헌 meditation연주

황혁 황예지 김윤빈 한혜리, 김정현, 왕혜진   

지난 주일( 1/20 ) 헌금통계
   

헌금
주일헌금      60,000원
감사헌금  200,000원

십일조헌금    1,140,000원
기타
합계    1,4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