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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국 송나라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를 심고 나서는 그 모가 빨리 자라지 못함을 안카깝
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끝에 그 모를 하나씩 하나씩 손으로 잡아당겨 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논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집안 사람들에게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나는 매
우 피곤하다. 내가 모가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왔다.” 이 말을 들은 농부의 아들이 깜짝 놀라 급히 논으
로 달려가 보니 벼들은 이미 바짝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선 인들은 ‘기다림’을 매우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겼습니다. 신앙의 세계는 기다림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때로 ‘빠름’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일까요? 하나님은 “빠름”

보다 “바름”을 원하시기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굉장히 조급함을 느낍니다. 마지막이 다가고면 다가올수
록 그 조급함은 더해갑니다. 느긋하게 기다릴줄 모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때로 인터넷 속도만 조
금 느려도 불평하고 짜증을 냅니다. 인터넷이 없었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아마 다른 것으로 짜증을 내었겠
지요. 


카 프카는 인간에게는 큰 죄 두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조급함과 게으름이라 했습니다. 얼
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이런 말을 합니까? “조금만 기다렸더라면,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결코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 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다리는 시간, 만남을 기다리는 시간, 이루고
자 하는 바를 기다리는 시간 등 많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다림이 비록 긴 기다

림일지라도 우리 도두 기다림의 시간을 소중히,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조충일 목사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하박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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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를 켠 상태로 예배해도 좋겠습니다.
          (3) 화면에 예배를 위한 순서내용이 뜨게 됩니다만 화면크기관계로 
               보시기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사도신경’, ‘교독문(41번)’, 
               ‘찬송(23장, 337장, 36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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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f-jxis-g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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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_HkdXEDoHY (클릭 하세요!)
 

         3. 음성설교 파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매 주일 음성설교 파일을 보내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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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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갖는 경건의 시간 안내: 

     1) 매 주일 오후 8시-8시30분에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2)시작: 10월 25일(주일) 저녁 8시

     3)신청: 카톡, 이메일, 전화로 목사에게 23일까지 신청. 신청자에게는 24일 초대메일을 보냅니다.

     4)경건의 시간 방법: Hangout meet를 통하여  
         

2.교회 Home page를 새롭게 준비 중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교회 Home Page를 현재 사용할 수   

   없기에 주일설교와 주일에배안내를 위해 부분적으로 새 Home page를 open 합니다. 

                            주소:   https://www.immanuel.se/ko  


3. 교회에서의 예배는 50명 한도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20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에게 미리 연락을 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4. Covid-19으로 인한 Pandemic이 길어져 갑니다. 서로를 향한 도움이 필요한 때입니다. 도움을 필 

    요로 하는 교우가 있으면 목사에게 연락을 주시면 함께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위한 섬김을 주

    실 수 있는 분 또한 목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함께 섬김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5. 아름다운 신앙의 글들: 함께 나눌 신앙의 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글이 있으면 목사에게 보내어 

    주세요. 매주일마다 보내 드리는 소식을 통하여 글을 함께 게재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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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와 음성설교 파일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위한 순서

        

묵상 기도: 조용한 가운데서 예배를 위하여 묵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도자가 “시편 39:5-7” 을 읽고 시작해도 됩니다.

 

2.찬송: 337장(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을 찬송합니다.

 

3.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1) 교회와 모든 신앙인의 영적각성을 위하여

   2) 주의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과 미래를 위하여

   3)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4) Pandemic으로부터 하루 속히 자유하게 하소서

   5) Covid-19 환자를 치료하고 돌보는 이들을 위하여

 


4.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7:24-27을 먼저 찾으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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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음성파일을 클릭하시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5.말씀의 나눔: 영상과 음성파일을 틀면 됩니다.


6.찬송: 365장(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부르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7.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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