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는 말씀

 
다음 주일( 6/26 ) 봉사위원

예배인도 기도 봉헌 meditation연주

김영언 김재란 이정자 양재웅, 한혜리, 왕혜진   

지난 주일( 6/12 ) 헌금통계
   

우리은행
1005-003-406575
움오름교회

헌금
주일헌금 40,000원
감사헌금 270,000원

십일조헌금 300,000원
온라인
합계 610,000원

1. 여름 수련회(7/29, 금 – 7/31, 주일)를 위해 기도하고 기
대하며 기다렸으면 합니다. 로마서를 개역개정과 새한글성
경으로 읽으신 후 참석해 주십시오.

2. 새한글성경으로 신약성서와 시편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독 하신 분들은 선물 드립니다.

 *1번 완독: 양희철

3. 중보기도
 *후원아동
 -부상윤(남,11세),전보나(여.10세),도노을(여.8세),최유림(여,8세)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4. 움오름 가족
  *쿰아트: <마티네 콘서트> 
         12월까지 매월 둘째 수요일 am 11시, 성음아트센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 요14:6

는 …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 위에 
          하나님과 이웃의 부름에 응답하며, 
          높은 산이 아닌 작은 오름을 지향합니다.

2022년 6월 19일
  

8권 25호

창립 2015년 3월 14일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8길 16-17,  3층 (양재동313-7번지)
홈페이지 www.woomorum.or.kr



주 일  예 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윤성천

* 부름의 말씀 ‥……… 시 22:1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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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7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9장 …………‥‥ 다같이

 “두부 만들기와 하나님이 쓰시는 과정”

1. 먼저 유통 과정에서 더러워진 콩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이것은 
죄악 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우리를 죄사함과 세례로 깨끗케 하시는 것에 
해당한다.

2. 그 다음 콩을 불리면, 콩이 2,3배 크기로 불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난 후, 바로 훈련시키지 않으시고 꿈을 주시고 격
려해주신다. 그래서 간혹 우리는 뭐라도 된 양 우쭐해지기도 한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기 시작하신다.

3. 다음은 콩을 가는 과정이다. 콩을 갈듯이 우리의 자아를 갈아서 
겸손하게 낮추신다. 콩을 처음 갈 때는 쿵탕쿵탕 소리가 요란하다. 갈리
지 않으려고 반발하기 때문이다. 갈리는 데는 그만큼 희생이 따른다. 자
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죽는 아픔이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갈 때는 거의 
소리가 나지 않는다. 깨어질 정도가 아니라 이미 형체도 없이 곱게 갈리
는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만한 내면이 하나님의 훈련으로 
깨지고 갈리는 과정이다.

4. 그 다음은 가열하는 과정이다. 100도 이상의 온도에서 끓여 모든 
불순물과 세균을 제거하여 순수하게 하는 것이다. 성화되는 과정이라고
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를 낮추고 
우리 삶의 동기와 목적을 순수하게 하신다. 이 낮아지는 과정에 아픔이 
있다. 사실 알고 보면 고난의 과정도 축복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우리
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5. 완전히 갈아져 낮아지고 순수하게 된 다음에는 눌러서 두부를 만
든다. 이제는 자아도 없고 자기주장도 없어 주인의 주권적인 손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의 단계이다.

6. 두부가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게 된다. 이렇듯 두부가 완성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단계와 비슷하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
을 받으신다.         -이민교 선교사 <복음에 빚진 사람>, 규장출판사



능소화 편지
             -이향아

   등잔불 켜지듯이 능소화는 피고 
   꽃지는 그늘에서 
   꽃 빛깔이 고와서 울던 친구는 가고 없다. 

   우기지 말 것을, 
   싸웠어도 내가 먼저 말을 걸 것을 
   여름이 익어갈수록 후회가 깊어 
   장마 빗소리는 능소화 울타리 아래 
   연기처럼 자욱하다. 

   텃밭의 상추 아욱 녹아 버리고 
   떨어진 꽃 빛깔도 희미해지겠구나. 
   탈없이 살고 있는지 몰라. 

   여름 그늘 울울한데 
   능소화 필 때마다 어김없이 그는 오고 
   흘러가면 그뿐 돌아오지 않는단 말. 
   강물이야 그러겠지. 
   나는 믿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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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마 21:28-32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비유24–‘포도원 두 아들’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214장 ‥…………‥ 다같이



* 축도 ‧……………‥………‥………‥………‥… 유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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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영과 알림 ‧……………‥………‥………‥………‥… 인도자

* 예물봉헌 …‥… ‘내가 가진 모든 것’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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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우릴 사용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