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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새한글성경으로 신약성서와 시편 읽기를 시작하셨으면 합니
다. 1독 하신 분들은 선물 드립니다.

3. 다음 주(1/30)는 설 명절이 포함된 연휴기간입니다. 고향에 
다녀오실 가족님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4. 법인주소이전에 따른 움오름 고유번호증이 새로 발급되었습
니다. 소득공제를 위해 기부금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
은 말씀해 주시면 관련서류를 이메일로 송부드리겠습니다. 

5. 예배담당표를 보시고, 맡은 순서에 잘 준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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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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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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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예 배
 2022년도 표어: “나라가 임하시오며”(마 6:10)

인도: 김영언

* 부름의 말씀 ‥……… 시 19: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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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7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30장 …………‥‥ 다같이

 “잘 가고 있습니까?”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 마차를 만났습니다. 너무나 다리가 아파서 태워달
라고 부탁했습니다. 마부는 기꺼이 태워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마부에게 
물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여기서 얼마나 먼가요?"

마부가 답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30분 정도 걸리지요."

나그네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잠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30분 정도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다 왔나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1시간 거리입니다."

"아니 아까 30분 거리라고 했고 그새 30분이 지났잖아요."

마부가 말했습니다.
"이 마차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마차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아실 겁니다. 방향
의 중요성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방향이 맞으면 설령 늦어도 목적지에 이
를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속도를 높여도 결코 목적지에 이
를 수 없습니다.

2022년엔 방향을 잘 살피며 걸었으면 합니다. 

-소의걸음 ho



 인생의 능력
              -민혜숙

미움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덮을 만한
넉넉한 사랑이 있다면 말입니다

슬픔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이길 만한
충분한 기쁨이 있다면 말입니다

절망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걸 극복할 만한
빛 같은 소망이 있다면 말입니다

참으로 인생의 능력은
하늘로부터 오는
공급의 힘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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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마 13:47-52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하나님의 나라 – 그물과 서기관’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436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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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