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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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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2019년도 표어: “내가 행하리라”(요 14:14)

인도: 김영언

* 부름의 말씀 ‥………… 시 8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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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12장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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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요 17:1-5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515장 ‥…………‥ 다같이



* 축도 ‧……………‥………‥………‥………‥… 유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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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과 알림 ‧……………‥………‥………‥………‥… 인도자

* 예물봉헌 …‥… ‘내가 가진 모든 것’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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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우릴 사용하소서~>



< 소낙비 >         

                -詩: 윤동주
                             1937년 8월 9일 작품

번개, 뇌성, 왁자기근 뚜다려
머ㅡㄴ 도회지(都會地)에 낙뢰가 있어만 싶다.

벼룻짱 엎어논 하늘로 
살 같은 비가 살처럼 쏟아진다.

손바닥만한 나의 정원(庭園)이
마음같이 흐린 호수(湖水)되기 일수다.

바람이 팽이처럼 돈다.
나무가 머리를 이루 잡지 못한다.

내 경건(敬虔)한 마음을 모셔드려
노아 때 하늘을 한 모금 마시다.



  다섯 사람의 평균 = 나
얼마 전 젊은 직원들과 식사를 하며 이런 말을 했다. "자신이 어

떤 사람인지 아는 쉬운 방법이 있다" 그러자 다들 궁금해 했다. "자
신이 함께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다섯 사람을 떠올려보라. 자신
은 그 다섯 사람의 평균이다"  그러자 다들 머리 속으로 분주하게 
계산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한 말이
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다. 특
히,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들로부터 영향 받는다. 많은 사람들
이 부모의 부정적인 어떤 면들을 닮기 원치 않는데도, 어느새 닮아
져 있는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사사건건 냉소적이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비도덕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면,  자신도 어느새 그렇게 
변한다. 꿈이 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자신의 꿈도 커지지만, 꿈에 
냉소적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있는 꿈마저 사라진다.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을 바꾸기만 해도 자신의 변화를 가져 올수 있다. 자신
의 에너지를 다 빼앗는 사람들과는 빨리 헤어지는 게 상책이다. 그
리고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 큰 생각과 꿈을 가진 사람을 만
나는 게 좋다.

그러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까? 오프라인에서 그들과 사귀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책이 있고, 사이버 공간이 있다. 또한 배울 수 있을만한 
분들이 진행하는 좋은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있다. 나도 책을 통
해, 때로 영상을 통해, 때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시공을 초월하
여 훌륭한 생각, 대담한 생각과 통찰을 가진 분들을 매주 주말마다 
만나고 있다. 자신을 바꾸려고 노력하려 애쓰지 말라.  환경을 바꾸
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는 게 훨씬 빠른 길이다.

-신수정(KT 부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