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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순절 넷째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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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분기 예배담당표를 확인 후 맡은 날을 잘 준비해 주십시
오. 다음 주일은 4월 성찬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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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3월 27일
사순절4주  
8권 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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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순절 넷째 주일예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김영언

* 부름의 말씀 ‥……… 시 3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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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7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37장 …………‥‥ 다같이

 “나무 아래 서 보라”
뜨락을 걷고 또 걷다 문득 울타리에 심어 둔 잣나무 아래 섰습니다. 푸른 

잎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잣나무가 들려주는 2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
다. 힘겨운 육체에 푸르게 스며들었습니다.

하나, “상록수라 하여 잎이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오.”
늘 푸른 나무라고 해서 잎을 떨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새 가지에서 새 

잎이 돋아나면 2년 이상 달려 있던 오랜 잎은 주기적으로 낙엽이 되어 땅에 
자리합니다. 그러고 보니,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늘 푸른 나무는 없습니다. 
떨어지는 잎만큼 새 잎을 틔워 내기에 늘 푸른 나무처럼 보일 따름입니다.

사람도 그렇지 않나요? 단 하나의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이 일평생을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론 눈물 흘리기도 하고, 삼키기도 하며 살아가는 거
지요. ‘울음’의 받침을 때내어 ‘웃음’으로 바꾸니 늘 행복한 사람처럼 보일 뿐지요. 
슬픔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기에 이겨 가는 거지요.

상록수라 하여 잎이 지지 않는 것이 아니듯, 행복한 사람(행복하게 보이
는)이라 하여 슬픔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는 잎만큼 새 잎을 틔우며 푸르
게 자라듯 슬픔만한 행복으로 감싸며 푸르게 사는 것이지요.

또 하나, “절제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잣나무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 푸른 잎에 가려 보이지 않던 수많은 잔

가지들이 보입니다. 누렇게 변해 있는 잎들과 바싹 말라있는 작은 가지들이 
거미줄처럼 나무를 엮고 서 있습니다. 

누군가는 윗가지를 위해 헌신하는 밑가지가 되어야 한다고 말할지 모릅니
다. 또 다른 누군가는 작은 것의 희생으로 자라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
다. 하지만, 나무가 전하는 말은 달랐습니다.“절제하지 않으면 자랄 수 없어요”

절제란? 선택한 것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것을 
위해 나은 것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는 선택과 균형 사이에 존재
합니다. 더 나아가기 위해 현재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잣나무의 푸른 가
지는 자람을 위한 가지의 포기의 결과입니다. 푸름을 위해 자신을 내려놓은 
잎들의 내려놓음입니다. 자람을 위한 멈춤의 결과입니다.  

어쩔 수 없이 멈춰서 바라봐야만 하는 시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멈춰서
야 하는 상황, 이 모두가 힘겹고 삶을 짓누르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려 합니
다. 나무가 전해 준 이야기를 마음에 담으며 현재를 다듬으려 합니다. 

어려울 때 나무 아래 서 보십시오. 나무가 전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
십시오. -소의걸음 ho



 줄
   -이인구

별들은 한 번도
줄을 맞춰 선 적이 없지만 
하늘이 우왕좌왕 혼란스런 날이 있었던가 

우린 늘 
줄을 맞춰 서 왔지만 
순서대로 무엇을 한 일이 없다 

그저, 
줄을 서지 않는 일을 두려워만 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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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눅 16:1-13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비유12–‘불의한 청지기’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488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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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