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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한인교회

때 -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해인의 “참 좋은 사람에게”라는 시에 이런 시구(詩句)가 있습니다. 

 


                             3번 만나면 관심이 생기고

                             6번 만나면 마음문이 열리고

                             9번 만나야 친밀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만나

                             착한 사람으로 헤어져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야 합니다.

 

                             얼굴이 먼저 떠오르면 

                             보고 싶은사람   

                             이름이 먼저 떠오르면  

                             잊을 수 없는사람

                             눈을 감고도 생각나는 사람은

                             그리운 사람

                             눈을 뜨고도 생각나는 사람은  

                             아픔을 준사람


눈 을 뜨고도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요! 
잊을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요! 그리고 눈을 감고도 생각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요? 그리고 잊지 마십이요! 멀고도 가까운 곳에 생각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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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찬송(27장, 526장, 310장,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찾아 두시기를 바랍니다.
                    4) 예배 전에 찬양을 들으며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집니다.
             5.  영상예배 참여를 위한 주소:  meet.google.com/szh-jdid-vqd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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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youtu.be/Bg2KUHXm1eA  (클릭 하세요!)
                                       


                                               

   


음성설교 파일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방법 

      매 주일 음성설교 파일을 보내어 드립니다. 

https://meet.google.com/szh-jdid-vqd?hs=122&authuser=1
https://youtu.be/Bg2KUHXm1eA
https://www.youtube.com/watch?v=Bg2KUHXm1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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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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holm의 Covid-19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300명 제한이 다시 50명 제한(교회는 15명으
로 제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11월 22일까지(연장가능) 출입을 제한하게 되며, 모든 모
임은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주일예배를 위해서는 라이브 방송을 위한 인원만 출입이 되며, 15명을 넘
기지 못합니다. 

감염자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리 모두 서로를 위한 배려와 조심 그리고 정부방침에 따른 여러 수칙
들, 또한 지속적으로 지켜져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더욱 깨어 있는 신앙을 유지함으로 어
려움을 잘 이겨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때임을 잊지 마세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을 클릭하세요.

 1) https://www.sll.se/nyheter-stockholms-lans-landsting/2020/10/beslut-om-skarpta-allmanna-rad-i-
stockholms-lan/ 

  2)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nyheter-och-press/nyhetsarkiv/2020/oktober/beslut-om-skarpta-
allmanna-rad-i-stockholms-lan-vastra-gotalands-lan-och-ostergotlands-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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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누엘 연합예배: 11월 15일 주일, 대예배실(Kyrksalen)

6. 교우소식: 1)출타: 정숙희 집사(한국, 3/11)


https://www.sll.se/nyheter-stockholms-lans-landsting/2020/10/beslut-om-skarpta-allmanna-rad-i-stockholms-lan/
https://www.sll.se/nyheter-stockholms-lans-landsting/2020/10/beslut-om-skarpta-allmanna-rad-i-stockholms-lan/
https://www.sll.se/nyheter-stockholms-lans-landsting/2020/10/beslut-om-skarpta-allmanna-rad-i-stockholms-lan/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nyheter-och-press/nyhetsarkiv/2020/oktober/beslut-om-skarpta-allmanna-rad-i-stockholms-lan-vastra-gotalands-lan-och-ostergotlands-lan/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nyheter-och-press/nyhetsarkiv/2020/oktober/beslut-om-skarpta-allmanna-rad-i-stockholms-lan-vastra-gotalands-lan-och-ostergotlands-lan/
https://www.folkhalsomyndigheten.se/nyheter-och-press/nyhetsarkiv/2020/oktober/beslut-om-skarpta-allmanna-rad-i-stockholms-lan-vastra-gotalands-lan-och-ostergotlands-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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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드리는 주일예배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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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가 “예레미야애가 3:24-26” 을 읽고 시작해도 됩니다.

 

2.찬송: 526장(목마른 자들아)을 찬송합니다.

 

3.가족 중 한 사람이 대표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1) 고난 중에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소서

   2) 주의 자녀들의 믿음과 건강과 미래를 지켜 주소서

   3) 아픔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내려 주소서

   4) Covid-19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유럽을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민족이 서로를 돕는 삶을 살게 하소서

   5) 육체적,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게 하소서

   6) Covid-19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선교지 미얀마에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4.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마태복음 9:9-13을 먼저 찾으신 후 

 

   1) 영상 설교: https://youtu.be/Bg2KUHXm1eA  (클릭 하세요!)

                

           


                              


   2) 음성파일을 클릭하시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5.말씀의 나눔: 영상과 음성파일을 틀면 됩니다.


6.찬송: 3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부르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7.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https://youtu.be/Bg2KUHXm1eA
https://www.youtube.com/watch?v=Bg2KUHXm1e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