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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교회 주일 낮 공동예배
시간 / 오전 11시

2014. 6. 22.

예배의 부름/
 (인도자) 주 뜻 알고자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교우들)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이 시간,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찬송/ 27장

공동체 고백/ 주는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늘 답을 찾길 원하고, 누군가 탓하길 원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답이 되기보다 우리로 고민케 하시고, 
         누군갈 탓하기보다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였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자신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를 따르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 

참회의 기도/ 
  (인도자) 정의를 말하면서도 결국 그 정의란, 
        ‘함께’가 아닌, ‘내게’필요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교우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도자) 사랑을 말하면서도 결국 그 사랑이란,
         ‘우리’가 아닌, ‘나게만’ 필요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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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우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인도자) 성령 하나님, 우리로 ‘나’라는 모습에 갇히지 않고,
         교회와 삶 속에 교통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살게 하소서. 아멘.

위로의 기도/
 (인도자) 주여. 주는 인자하셔서 모든 인생의 아픔을 돌보시며, 
        모든 생명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임을 믿습니다.
         이 순간도 어두움에 맞서 정의를 외치는 이들을 위로하시며 빛으로 인도하소서.
        연약하고 상한 마음에 주여 함께 하옵소서. 힘이 되옵소서.
        평화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우들) 아멘.

성시교독/ 13 (시편 23)

찬송/ 301장               성서낭독/ 욥 42:1 - 17

설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찬송/ 308장                헌금과 기도/ 51장 1절

주기도/                    교회이야기/

파송찬양/ 평화의 기도         축복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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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봄 :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은혜.

 흔히 우리가 나이를 먹다보면, 살아가는 많은 것이 습관과 경험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들 살아가지요. 인간이란 모름지기 좀 
더 편하기 위해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행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당할 때는 이제껏 가져온 습
관과 경험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고 당황하며,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해
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사람들은 쉽게 어떤 답을 요구하거
나, 적을 설정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럼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약이 되거나,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약이 되면 좋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신
앙에서 오는 습관과 경험이 타인에게 독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욥기의 말씀입니다. 가장 마지막 장이지요. 하나님 앞에 끊임
없이 물었던 욥에게 하나님이 담담히 말하시고, 욥은 그 하나님과 자신의 질적 
차이 앞에 자신이 원하던 ‘답’을 내려놓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지요. 그들이 가진 전통적 신정론은 습관과 경험이 되어 친구 욥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비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조건
으로 욥의 친구들을 용서하십니다. 

 욥기에서 그 사건 자체에 대해, 욥의 상태와, 욥이 옳으냐 아니냐는 우리
가 쉽게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답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인간인 우리의 질적 차이만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습관과 경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것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아픔을 주는 것인지 말이
죠. 욥은 분명히 그것을 알았던 것이지요. 욥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은혜란 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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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

제 18 과 : 서경별곡 이야기

서경이 아즐가
서경이 서울이지마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닷곤 데 아즐가
닷곤 데 소성경 고외마른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여해므론 아즐가
여해므론 질삼뵈 버리시고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괴시란데 아즐가
괴시란데 우러곰 좃니노이다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구슬이 아즐가

구슬이 바위에 디신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긴힛단 아즐가

긴힛단 그츠리잇가 나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즈믄 해를 아즐가

즈믄 해를 외오곰 녀신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신잇단 아즐가

신잇단 그츠리잇가 나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너븐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배 내어 아즐가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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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네 각시 아즐가
네 각시 럼난디 몰라셔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녈 배에 아즐가
녈 배에 연즌다 사공아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대동강 아즐가
대동강 건너편 고즐여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배 타들면 아즐가
배 타들면 것고리이다 나난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헉헉……. 타이핑하기 어렵다…… 자, 문제, 이 노래에서 해석할 필요가 
없는 후렴구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던 남녀가 있었단다. 여자는 남자를 끔찍하게 사랑했대. 당시 여
자들은 길쌈을 해서 먹고 살았는데 이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라
면 자신이 사랑하는 고향인 평양도 버리고, 자신이 생계를 위해 짜던 길쌈 
베를 모두 버리고서라도 그 남자의 뒤를 따르려고 했나봐. 하지만 아마 그 
남자는 여자가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여자를 사랑하지는 않았던가봐. 게
다가 남자는 살짝 바람둥이 기질도 있었다지. 남자는 자신을 사랑하는 여
자를 떠나 다른 여자를 만나러 갈 예정이었어. 남자가 자신을 떠나 다
른 여자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너무너무 슬펐겠지? 남
자는 드디어 배를 타고 다른 여자에게 떠나지. 하지만 이 여자는 차마 
떠나는 남자를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고? 남자를 지독하게 사랑하기 
때문이지. 사랑하는 남자를 차마 욕하고 원망할 수 없었던 이 여자는 결
국 남자를 태우고 노를 저어 떠나는 뱃사공을 원망하는 거야. ‘이봐요, 뱃
사공 아저씨, 당신 부인이 바람이 났다고 하던데 지금 어딜 노를 저어 떠나시
나요?’ 여자가 아무리 뱃사공을 욕해도 뱃사공의 귀에 그 소리가 들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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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지. 이미 배는 저만큼 두둥실 떠나가고 있거든. 사랑하는 남자를 실은 
배는 벌써 대동강을 건너고 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는 강 이편에 서서 그
저 눈물만 흘리고 있지. 서경은 지금의 평양을 말해. 소성경 역시 새로 터를 
닦은 서울이라는 뜻으로 원래 고려의 서울인 개성에 대해 평양을 이르는 말
이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노래를 하고 있는 여인 자신을 의미한다고 보
기도 해.
 

서경이 아아
서경이 서울이지만

위 두어렁셩 두어렁셩 다링디리 - 이건 후렴구인 걸 알겠지?
 

닦은 데 아아
닦은 데 작은 서울을 사랑하지만

 
이별하기보다는 아아

이별하기보다는 길쌈베를 버리고
 

사랑하시는 데 아아
사랑하시는 데 울며울며 따르겠습니다.

 
구슬이 아아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끈이야 아아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천년을 아아

천년을 외롭게 살아간들
 

믿음이야 아아
믿음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대동강 아아

대동강 넓은 줄 몰라서
 

배 내어 아아
배 내어 놓았느냐 사공아

 
네 각시 아아

네 각시 바람난 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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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배에 아아

가는 배에 태웠느냐(사랑하는 남자를) 사공아
 

대동강 아아
대동강 건너편 꽃을

 
배 타들면 아아

배 타들면 꺾을 것입니다.
 
 대동강 건너편 꽃은 남자가 새로 사랑하게 된 여자를 말하지. 이 노래
는 이렇게 이별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단다. 그런데 이 노래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노래라는 것을 생각해보렴. 고려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가볍게 사
랑하고 가볍게 이별하는지……. 남자가 얼마나 쉽게 이별을 하고 또 새
로운 여자를 만나는지……. 결국 고려시대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감정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고려시대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사랑한다는 감정에 
대해 진지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사랑하고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가벼움이란 시대를 초월하는 모양이다. 인류는 아담의 범죄 이후로 결국 똑같
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마련이다. 아빠는 너희들이 이 노래의 주인공처럼
쉽게 사랑하고 쉽게 헤어지고 쉽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 진지하고 깊이 있는 만남, 변치 않는 
사랑, 예수께서 인간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열정
을 가진 멋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아빠가 들려주는 문학 이야기”는 고전문학을 전공하신 한기호님께서 
자녀들에게 들려주시는 글 모음으로 앞으로 계속 연재될 계획입니다.



- 8 -

[이웃교회 이야기]

1. 오늘은 성령강림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 예배에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3. 세월호 관련 고통을 당하신 모든 이들과, 밀양에서 힘겹게 바른 것을 
외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공의와 위로가 있길 소망합니다. 

4. 팟캐스트 ‘신에게솔직히’가 앞으로 이웃교회에서 교회가족들과 함
께 녹음됩니다. 월요일 혹은 화요일 오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예정입니
다. 

후원계좌 : 이웃교회  국민은행 553301-04-086125
블로그 :　goodsaram.tistory.com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goodsaram12
이메일 : goodsaram12@hanmail.net

이웃교회 위치
서울 송파구 삼전동 31-1번지 402호
(찾아오시는 자세한 설명은 블로그 글을 참조바랍니다.
                              : http://goodsaram.tistory.com/261)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립니다(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위의 블로그, 페이스북, 혹은 이
메일을 통해 미리 연락드리면 맛있는 예찬을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