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리는 말씀

 
다음 주일( 7/31 ) 봉사위원

예배인도 기도 봉헌 meditation연주

김영언 조경숙 이정자 양재웅, 한혜리, 왕혜진   

지난 주일( 7/17 ) 헌금통계
   

우리은행
1005-003-406575
움오름교회

헌금
주일헌금 60,000원
감사헌금 260,000원

십일조헌금 60,000원
온라인
합계 380,000원

1. 여름 수련회
-일시: 7/29(금) 퇴근이후 – 7/31(주일) 점심 
-장소: 에덴 파라다이스 호텔
      경기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449-79(목리 417-4)
-강사: 로마서 강의 / 송영윤 목사(포천중리교회) 
       주일집회 / 임종호 목사(준원영 교회)

2. 매주일 창세기를 강해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묵상 중 깨달
은 바가 있으면 알려 주시면 더 풍성한 창세기 나눔이 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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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4일
  

8권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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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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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13장 …………‥‥ 다같이

 “52 헤르츠 고래”
               

요즘 사람들 사이에 제일 많이 회자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기러기, 토마토, 인도인, 스위스, 별똥뼐” 우영우입니다. 자
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가 로펌 안에서 부딪히고 겪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드라마엔 매 회마다 고래가 등
장합니다. 향고래, 범고래, 대왕고래, 혹등고래 등 다양한 고
래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숨은 고래’가 있
습니다.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목격되거나 모습을 보인 적은 
없지만, 음파 탐지기를 통해 알려진 고래입니다.  일반적인 고
래는 12~25헤르츠의 소리를 내어 의사소통을 하지만, 숨은 
고래는 그보다 더 높은 주파수인 52헤르츠로 소리를 내고 있
습니다.

다른 고래들은 알아들을 수 없다 하여도 숨은 고래는 자신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어떤 이를 향해 52헤르즈의 소
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고래는 우영우의 명함 속 핸드폰 번
호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전번 뒷번호가 바로 52헤르즈를 
의미하는 ‘5252’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술가는 52헤르츠의 소리를 내는 고래로 사는 
것과 유사합니다. 알아주는 이 없고,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깊은 소리를 내는 숨은 고래 말입니다. 이 예술가
들이 더 깊고 맑은 소리로 세상을 채울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이제 마지막 곡 
에드바르 그리그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를 52헤르츠
의 소리로 들어 보시겠습니다.

-2022년 왕혜진 첼로 독주회 곡 해설 중에서



비 오는 날에
              -나희덕

내 우산살이 너를 찌른다면, 미안하다
비닐 우산이여
나의 우산은 팽팽하고
단단한 강철의 부리를 지니고 있어
비 오는 날에도 걱정이 없었거니
이제는 걱정이 된다
빗속을 함께 걸어가면서 행여
댓살 몇 개가 엉성하게 받치고 선
네 약한 푸른 살을 찢게 될까 두렵구나
나의 단단함이 가시가 되고
나의 팽팽함이 너를 주눅 들게 한다면
차라리 이 우산을 접어 두겠다
몸이 젖으면 어떠랴
만물이 눅눅한 슬픔에 녹고 있는데
빗발이 드세기로
우리의 살끼리 부대낌만 하랴
비를 나누어 맞는 기쁨
젖은 어깨에 손을 얹어
따뜻한 체온이 되어줄 수도 있는
이 비오는 날에
내 손에 들린 우산이 무겁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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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창 3:1-9, 22-24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창세기3-‘네가 어디 있느냐?’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53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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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