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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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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헌금 1,450,000원
온라인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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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배실 입구에 비치된 손소독제로 소독 후 자리에 앉아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2. 예배실 전면부 방음공사는 일단락했습니다. 이번 주간엔 
더하트하우스교회에 보관중인 짐을 옮기려 합니다. 

3. 교회 필요한 비품을 기증해 주신 가족님들께 감사드립니다.

4. 중보기도
 *후원아동
 -부상윤(남,11세),전보나(여.10세),도노을(여.8세),최유림(여,8세)
 
5. 움오름가족
-생일: 김재란(1월 14일 / 음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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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8권 2호

창립 2015년 3월 14일
주소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8길 16-17,  3층 (양재동348-5번지)
홈페이지 www.woomoru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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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윤성천

* 부름의 말씀 ‥……… 시 29: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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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5번 ………‥ 다같이

*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 찬송 ‥…………‥ 28장 …………‥‥ 다같이

 “조금 모자라게, 여백을 두다”

‘1월’이라는 뜻의 January는 시작과 끝, 과거와 미래를 보는 두 얼굴을 
지녔다는  '야누스 Janus'라는 신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늘의 문
을 열어서 아침을 밝아오게 하고, 문을 닫아 황혼이 오게 하는 야뉴스는 
상반된 2가지를 하나 안에 품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모순을 품고 하루
를 열고, 하루를 닫듯 세월을 사는 겁니다.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조금 넘치면 넘치는 대로 채우고, 담으며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태생이 결핍인 이 땅의 삶이고, 인간의 생 아닐
까요? 또한 그것을 배우는 것이 야누스의 달, 1월 아닐까요? 

그러기에 January(1월)엔 이전처럼 너무 야심찬 결심을 하지 않으려 합
니다. 너무 빡빡한 틀 속에 자신을 가두고, 다른 이들을 속박시키지 않으
려 합니다. 조금 모자라게 살려 합니다.  채우기 보다는 여백을 두고 서
로를 보려 합니다. 그때 빈 공간은 뜻하지 않은 청명한 울림과  고아한 
향내로 울려 날 겁니다.

오늘 … 
나는 조금 모자라게, 여백을 둡니다.

-소의걸음 ho



희망
         -정희성

그 별은 

아무에게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 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기를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의 눈에나 

모습을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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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경봉독 …‥… 마 13:24-30 ……‥ 인도자
* 송영 …‥… ‘주의 말씀은’ ……‥ 다같이

말씀 … ‘하나님의 나라 – 좋은씨와 가라지’ … 유경호

기도 ‧……………‥………‥………‥………‥… 설교자

찬송 ‥…………‥ 455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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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