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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자리에 앉아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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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 명절이 포함된 연휴기간이라 고향을 방문하신 가족님들
이 많이 계십니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다녀오시길 기원드립
니다.

4.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
씀해 주시면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송부드리겠습니다. 

5. 중보기도
 *후원아동
 -부상윤(남,11세),전보나(여.10세),도노을(여.8세),최유림(여,8세)

6. 움오름가족
 *김윤빈: 병영훈련(2/3부터 3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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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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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김영언

* 부름의 말씀 ‥……… 시 7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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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31장 …………‥‥ 다같이

 “물려받은 명품○○”

스위스에서 살 때였습니다. 한 집사님이 직장 동료 이야기를 들려 줬습니
다. 20대이고, 연봉도 높지 않은 친구인데, ‘롤ㅇㅇ시계’를 차고 있어서 
물어보았답니다. 그런 고급시계를 사면 생활에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그
때 젊은 직원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 이 시계요. 제 형편에는 과분하지요. 근데, 이건 제 할아버지께서 물
려주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유럽에서는 조부모와 부모로부터 시계를 비롯한 명품들을 
물려받는 경우들이 드물지 않습니다. 아들이 결혼 할 때 어머니가 할머니
께로부터 받았던 반지를 며느리에게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할아버지의 
유품을 아버지가 쓰다가 아들에게 물려줍니다. 이렇게 윗대에서 소중히 
간직했던 것을 후대에 물려주는 것을 보며 명품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명품이란게 꼭 보석이 박혀 있어서, 값이 비싸서 꼭 명품일까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잘 변하지 않는 그 무엇 때문 아닐까요? 긴 시간 속에서 윗
어른의 손길과 숨결이 묻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명품 아닐까요?

어쩌면 신앙이라는 것도 이런 명품과 결을 같이 하지 않을까요? 디모데
의 명품신앙 출처를 밝혔던 사도 바울의 서신처럼 언젠가 우리 다음 세
대의 명품신앙 속에 우리 이름이 연결고리 되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
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딤후 1:5)

-소의걸음 ho



눈길
              -정호승

의자에 쓰러질 듯 앉은
아흔 노모에게 마지막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지 못했다
나는 아직 세뱃돈을 받고 싶은데
이제 아무한테도 세뱃돈을 받을 데가 없다

아파트 앞마당
산수유 붉은 열매를 쪼아 먹는
새에게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산수유나무 아래 아이들이 신나게 세워둔
눈사람한테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줄 것인가

새해 아침에 함박눈은 자꾸 내리는데
세뱃돈을 받으러
어머니가 가신 먼 눈길을 걸어가는 내가
눈보라에 파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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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마 11:16-19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비유 – 아고라의 아이들’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46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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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자)

* 결단찬양 …‥… ‘우릴 사용하소서’ ……‥ 다같이

<우릴 사용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