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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순절 셋째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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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한 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
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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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사순절3주  
8권 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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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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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윤성천

* 부름의 말씀 ‥……… 시 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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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6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36장 …………‥‥ 다같이

 “레스토랑(restaurant)”
1825년 브리야 사브랭은 <미식예찬>에서  “당신이 어떤 음식

을 먹는지 말하면,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고 했

습니다. 이는 신분에 따라 먹는 음식의 종류가 다르고 차이가 났

던 시대에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쇠고기는 고위층 관리들과 부

유한 사람들이나 먹을 수 있었고, 대중적 음식이었던 치즈와 과일

과 음료도 계층과 계급에 따라 그 품질과 등급이 달랐습니다.
이런 시대와 사회배경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단순히 음식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선

택 속에 담긴 품격을 음식에 빗대어 한 계급적 언어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명품과 좋은 차, 고급주택이 곧 자신이라는 믿음

을 보여주는 그 시대적 진술이었습니다. 나아가 이는 선택이 곧 

한 사람의 품격이 드러낸다는 의미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당신

의 선택이 곧 당신’이라는 등식입니다.
시대와 인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브리야 사바랭의 말을 1930년

에 이르러 영양학자 빅터 린드라가 적극 활용함으로써 의미가 달

라졌습니다. 그것은 먹는 것과 건강의 관계성에 대한 의견이었습

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질병의 90%가 먹거리에서부터 온다고 

합니다. 과장된 면이 없지는 않지만, 일면 수긍이 갑니다. 
사바랭은 200년 전 사람입니다. 미식을 예찬 했지만 과식을 경

계 했습니다.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무리 좋은 것이라 

과식하지 않는 절제가 요구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인

간욕구 속에서 필요한 것을 넘어서는 탐심을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레스토랑(restaurant)이라는 프랑스어는 레스토레(restaurer)의 

파생어로 18세기 까지는 기운을 회복(restore) 시키는 스프

(Soup)를 의미하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선택

하고 먹는 음식들이 지치고 곤한 일상을 회복시키는 ‘스프’, 레스

토랑(restaurant)이길 기대합니다. 
-소의걸음 ho



 사랑한다는 것
             -박남원

세상에서 한 사람을 만나
사랑한다는 것은
가슴으로 세상을 연습하는 일이다
비가 오면 비에 젖는 바다의 모습으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다가가는 일이다

혹은 불볕 쏟아지는 여름날
바람이 저녁산을 어루만지듯
가슴을 열고
목마른 여름길을 홀로 걷던 사람과
마주하는 일이다 이제는
지친 다리를 쉬게 하는 일이다

지상에 존재하는 어느 미물일지라도
사랑은 결코 외면하지 않느니
한 사람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것은
한 사람의 목숨을 사랑한다는 것
그의 웃음부터 흐르는 눈물까지
내 스스로의 것으로 돌려받는 일이다

그리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둘이 똑같은 하나가 되어
늘 어둠의 깊이 보다 높은 데서 빛나는
별들을 한없이 바라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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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눅 18:1-8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비유11–‘불의한 재판장과 여인’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543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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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