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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 리 나우웬은 “진정으로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도 영적인 문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할 수는 있다. 
그러나 영적인 글을 영적으로 읽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린

다. 독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마음을 기울여 책을 읽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책을 통해 하시는 말씀
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가끔은 읽던 책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고 했습니다. 


우 리는 오늘의 세상을 봅니다. 스스로의 생각의 기반을 갖고 세상을 스스로의 눈으로 봅니다. 그 세상
은 내게 비추어진, 내가 본 세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내 생각보다 넓습니다. 결코 세상이 

내 생각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Nicholas Carr는 "구글이 우리를 바보로 만들고 있는가?”(Is Google 
Making Us Stupid)라는 글에서 "검색 엔진을 통한 인터넷 서핑은 우리의 지식과 문화를 즉흥적이고 주관적이
며, 단기적으로 접근하게 만들어 깊이를 잃어버린 지식을 양산해낸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
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시대를 꼬집었습니다.


시 편기자는 ‘내가 산을 항하여 눈을 들리라’고 했습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고 외칠까요? 산 
아래의 삶에 대한 한계를 경험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너무 내 앞에 있는 것만을 보고 

살아온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인간의 절망을 노래할 때 
하늘을 보는 눈으로 소망을 가지라는 외침이기도 하고, 내 눈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듣고, 내
가 하고 싶은 말만 하다 내 눈 밖에 있는 것을 보는 눈을 잊고, 내 귀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닫고 살아온 자
신의 삶을 돌아보는 반성적 외침이지 않을까요?


미 디어와 소문에 갇혀 내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가 참 부끄럽다! 

                                                 

      조충일 목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시121:1)



주일예배를 드리는 방법 

1. Hangout Meet를 통하여 다함께 예배 드리는 방법
  
   1) 시간: 매 주일 오전 11시 
   2) 예배인도: 조충일 목사 (교회 예배실)
   3) 참여방법: 10시 30분부터 연결을 위한 예배의 장을 열어둡니다.
                      10시 50분까지 모두 연결되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4) 예배를 위한 준비사항: 

          (1)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마이크(아래 왼쪽)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2) 얼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려면 카메라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카메라눈 켠 상태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3) 화면에 예배를 위한 순서내용이 뜨게 됩니다만 화면크기관계로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도신경’, ‘교독문(35번)’, 
               ‘찬송(27장, 314장, 461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찾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4) 예배 5분 전에 찬양을 들으며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5) 영상예배 참여를 위한 주소:  meet.google.com/akq-iyfg-sig (클릭하세요)  
       휴대폰에서도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Youtube를 통하여 영상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방법: 
    매주일  Youtube 주소를 드리면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WKfezbIHIjk  (클릭 하세요!)

 

         3. 음성설교 파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매 주일 음성설교 파일을 보내어 드립니다.

             다음을 클릭하셔서 음성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mmanuel.se/updates-2/listen/predikningar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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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을 드리는 방법 

1.Swish를 이용하여 헌금을 드릴 때: 


   Immanuel Swish number: 1231849843    Reference Text: Korean Offering


2.BankGiro를 이용하여 헌금을 드릴 때: 


   Number: 181-0936,  Reference Text: Offering/Korean/ 개인이름.  


   <예, Offering/Korean/choongil Cho>


3.Plusgiro를 이용하여 헌금을 드릴 때:


   Number: 4493-3, Reference  Text: Offering/Korean/ 개인이름.  


   <예, Offering/Korean/choongil Cho>


4.만일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 어려우신 분은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동안 가정에배를 통하여 드려진 예물을 함께 봉헌하도록 합니다.  

교회소식 

1.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교우 여러분의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안에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
도합시다.


2. 주일예배를 교회에서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목사에게 미리 연락을 해 주시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

    습니다. 최대 15명까지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예배 후에는 교제 없이 바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실 입구에 손 세정제를 준비하며, 좌석은 

    거리를 유지하고 배치하게 됩니다.(Swedish Fellowship과 International Fellowship도 sign up 

    을 받습니다.)


3. 교회 체육관을 개방합니다. 토요일 오후3시-5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을 원하시는 교우들께서는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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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와 음성설교 파일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위한 순서

     —— 예배 전에 찬양을 들으며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갑시다. ——

                 https://www.immanuel.se/updates-2/listen/predikningar (클릭하세요)

묵상 기도: 조용한 가운데서 예배를 위하여 묵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도자가 “시편 121:1-2” 을 읽고 시작해도 됩니다.

 

2.찬송: 314장(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을 찬송합니다.

 

3.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1) 주여, 주님을 닮은 마음,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이게 하소서.

   2) 주의 제단에서 예배가 회복될 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3) 주의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과 미래를 위하여

   4) Covid-19로 인한 상처의 극복을 위하여

   5)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4.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5:13-16을 먼저 찾으신 후 

 

   1) 영상 설교:   https://youtu.be/WKfezbIHIjk (클릭 하세요!) 

   2) 음성파일을 클릭하시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www.immanuel.se/updates-2/listen/predikningar (클릭하세요) 

5.말씀의 나눔: 영상과 음성파일을 틀면 됩니다.


6.찬송: 461장(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송부르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7.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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