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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순절 둘째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4/17)까지 계속 
됩니다. 매일 아침 <십자가의 여정>으로 묵상 나눔하고 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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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완독: 양희철

3. 오늘은 움오름교회 창립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
가 시대와 사회 속에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해 가는 신앙공동
체가 되도록 기도하고 함께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기념품으로 맛난 케익을 준비했습니다. 개인당 하나씩 뿐 
아니라, 주변분들을 위해 가져가 나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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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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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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7주년 & 사순절 둘째 주일예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송병춘

* 부름의 말씀 ‥……… 시 2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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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5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35장 …………‥‥ 다같이

 “호모 오란스(Homo Orans)”

   “기도는 하나님의 '마지못해 하심'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기꺼이 하심'을 붙드는 것이다.”
-마틴 루터

우리는 우리가 원하거나 바라지 않은 현실과 마주하며 살아갑

니다. 우리 사고 밖의 일을 목도하기도 하고, 우리 능력 밖의 일

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도와줄 주변의 사람을 

찾습니다. 가까운 이들의 힘을 빌려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도저도 되지 않을 때, 아무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꽉 막

힌 막다른 골목 같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신을 믿든지, 아니 

믿든지 간에 나약함을 깨달은 사람은 기도합니다. 어쩌면 기도라

는 게 생래적으로 인간 존재와 관련있기 때문일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은 후 그 코에 생기(the 

living spirit)을 불어 넣었다는 것을 보면, 인간에게 기도라는 것

은 연어가 모천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망과 갈망이 섞여 있는 기도의 길을 걷으며 

바램을 올립니다. 그러다 창조주 앞에서 그분의 뜻과 마주하며 자

신의 뜻을 거둡니다. 그분의 뜻에 자신을 맞추고 그 길로 방향을 

정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분 앞에 서서 자신의 무능을 고

백하며, 그분의 전능하심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

실적이지만, 현실을 초월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인간, 호모 오란스(Homo 

Orans)가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길 위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입니다.
-소의걸음 ho



 생일날 아침
             -구광렬

원죄가 따로 없구나

못난 놈 낳으시고 어머니께서 드신 미역 값은 하는지

나만 믿고 졸졸 따르는 병아리 같은 자식놈들께 자신 없고

당신 없으면 못 산다는 속고 사는 아내에게,

모두에게 죄 짓고 사니
생일날 아침엔 왠지 쑥스럽고 미안하다

입 속에 씹히는 미역 한 줄기에도 쑥스럽고

출근길 밟히는 잡풀 하나에도 미안하다.

*교회의 생일날에도 시인이 느꼈던 그 마음이 자리합니

다.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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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눅 18:9-14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비유10–‘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254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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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철)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우릴 사용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