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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한인교회

마음 -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중 국 전한(前漢)의 5대 황제였던 문제(文帝)가 자신의 부끄러움에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않
은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계포를 중앙도성으로 불러놓고는 한 달동안 숙소에만 머물게 

하고, 만나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때 계포는 문제에게 이렇게 직언을 했습니다. “폐하께서 한 사람이 
칭찬했다고 해서 신을 부르시고, 또 한 사람이 헐뜯었다고 해서 돌려보내려 하시는데, 신이 걱정하는 
바는 천하의 현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폐하의 식견을 지레짐작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 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귀가 얇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별 의심없이 받아 들
인다’는 뜻이 있는 말입니다. 좋은 의미이기보다는 분별력을 상실함으로부터 오는 현상

을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부족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혼 탁한 세상의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저마다의 자기 주장을 펼치기 
위해 온갖 힘을 쓰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듣는 사람이 분별력을 상실하면 바

른 길을 걸어갈 수 없고, 바른 삶을 살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판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사일언’(三思 一言)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 번 생각하고 한번 말하라.’는 것입니다. 


신 앙의 세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포용성을 상실하고 신앙의 극단을 추구하는 
이들이 점점 많아져 갑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

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
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외쳤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떠오릅니다. 


	 	 	 	 	 	 	   

	 	 	 	 	 	 	 	 	 	    조충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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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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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찬송(35장, 262장, 37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찾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4) 예배 전에 찬양을 들으며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5.  영상예배 참여를 위한 주소:  meet.google.com/jzy-mbkk-aep   (클릭하세요)

 Youtube를 통하여 영상설교를 들으며 예배를 드리는 방법 
   매주일  Youtube 주소를 드리면 클릭하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g2T75OEfqv0 (클릭 하세요!)
                                       


                                               

   


음성설교 파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매 주일 음성설교 파일을 보내어 드립니다. 

http://meet.google.com/jzy-mbkk-aep
https://youtu.be/g2T75OEfqv0
https://www.youtube.com/watch?v=g2T75OEfqv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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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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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예배를 통하여 드려진 예물을 함께 봉헌하도록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대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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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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목사에게 신청하면 매 주 토요일에 초대메일을 보냅니다.

     3) 경건의 시간 방법: Hangout meet를 통하여  

2. Covid-19에 대한 정부의 지침에 변화가 있지만, 감염자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조심 그리고 정부방침에 따른 여러 수칙들, 또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때입니다. 주일예배 참석을 원
하시는 분은 목사에게 미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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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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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교우소식: 1)귀국: 윤인식 김용희 집사(한국, 30/10)

                   2)득손: 황호월 교우(18/9)

                   3)출타: 김성은 서정민 교우(한국, 20/10)

                   4)출타: 정우형 윤근실 집사(한국, 31/10)


6. Summer Time 해제: 10월25일(주일) 오전3시—>오전2시로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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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 순서

1.묵상 기도: 조용한 가운데서 예배를 위하여 묵상의 기도를 드립니다.

                   인도자가 “에레미야 33:3” 을 읽고 시작해도 됩니다.

 

2.찬송: 262장(날 구원하신 예수를)을 찬송합니다.

 

3.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1)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2) 주의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과 미래를 위하여

   3)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4) Pandemic으로 인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유럽과 스웨덴을 위하여

   5) 선교지 미얀마를 위하여

 


4.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9:1-8을 먼저 찾으신 후 

 

   1) 영상 설교:  https://youtu.be/g2T75OEfqv0 (클릭 하세요!)                   

 

           


                              


   2) 음성파일을 클릭하시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5.말씀의 나눔: 영상과 음성파일을 틀면 됩니다.


6.찬송: 370장(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부르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7.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g2T75OEfqv0
https://youtu.be/g2T75OEfqv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