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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단상

니 코스카잔차키스의 소설 “희랍인 조르바”에 두목과 조르바가 대화가 나누면서 조르바가 두목에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조그만 마을로 갔습니다. 갔더니 아흔을 엄긴 듯한 할아버지 한 분이 바삐 아몬드 나

무를 심고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요. <아니, 할아버지! 아몬드 나무를 심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허리가 꼬부라
진 이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리며, <오냐, 나는 죽지 않을 것처럼 산단다.> 내가 대꾸했죠. <저는 금방 죽을 것처럼 사는데
요.> 자, 누가 맞을까요? 두목?” 이 물음에 두목은 대답을 하지 못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얼마 후 “죽음이 존재하지 않
는 듯이 사는 거나, 금방 죽을 것 같은 기분으로 사는 것은 어쩌면 똑같은 것이다. 그러나 조르바가 물었을 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 떤 이는 이 두 문장을 하나로 엮어서 ‘영원히 살 것처럼 배우고 내일 죽을 것처럼 살아라’는 말로 표현했습니
다. 어느 말이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를 넘어 삶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또한 그 

삶의 시간을 어떠한 태도로 대해야 하는 지를 말하는 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내일, 내일’ 하지만 ‘오늘’이 없는 ‘내일’은 없
습니다. 그렇기에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우리 인생에, 특별히 신앙의 여정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C ovid-19으로 인한 Pandemic의 기간이 점점 길어 집니다. 그로인하여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한 지 
벌써 1년을 넘깁니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이 헤이해지기 쉽고, 삶을 대하는 태도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저런 생각을 하는 중에 이번 주에는 ‘이 시기를 다 지난 후에 그 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하며 후회하
는 일이 없게 하자는 생각들면서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하루 하루의 삶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냥 
의미 없는 시간으로 보내기에는 정말 아까운 시간입니다. 


바 울이 에베소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은 그런 말을 했고,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이 권면을 생각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조충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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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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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말씀
3월12일(금) 전도서5장

3월13일(토) 전도서6장

3월14일(주일) 전도서7장

3월15일(월) 전도서8장

3월16일(화) 전도서9장

3월17일(수) 전도서10장

3월18일(목) 전도서11장

금주의 암송 (전도서7:14)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2021년 3월                             
 나의 신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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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시119:2)



주일예배 안내        

1.  시간: 매 주일 오전 11시 
2.  예배인도: 조충일 목사 (교회 예배실)
3.  참여방법: 10시 30분부터 연결가능
4.  예배를 위한 준비:

  1) 10시 55분까지  연결되어 함께 예배를 드  
      리는데 어려움이 없기를 힘씁시다.

  2) 예배가 시작되면 여러분의 마이크(아래 왼
      쪽)를 꺼주시길 바랍니다. 
                    
   3) 얼굴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시려면 카메라
를 끄시면 됩니다. 그러나 카메라를 켠 상태로 
예배해도 좋겠습니다.

   4) 화면에 예배를 위한 순서내용이 뜨게 됩니    
       다. 그러나 화면크기관계로 보시기에 어려
       움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예배순서를 준비
       해 주세요. 
     (1) 사도신경
     (2) 교독문10번(시편16편) 

   (3) 찬송: 26장, 144장, 446장, 54장
   5) 예배 전에 찬양을 들으며 조용히 묵상의 
       시간을 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5.  영상예배 참여를 위한 주소:    
      

meet.google.com/oxu-txku-ysd

Click하세요!

             Youtube 영상예배 

매주일  Youtube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클릭
하시면 Youtube를 통하여 설교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어 드리는 예배순서에 따
라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LlMI23CmK1w 

 Click 하세요!  

영상예배 - Hangouts Meet( Google meet)

 음성 설교파일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음성으로 녹음된 설교파일을 보내 
드립니다. 보내어 드리는 예배순서에 따
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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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eet.google.com/oxu-txku-ysd?hs=122&authuser=1
https://youtu.be/LlMI23CmK1w


헌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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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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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소식

1.한 주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는 길목에서 갖는 경건의 시간 안내: 

     1) 매 주일 오후 8시-8시45분에 말씀의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2) 신청: 목사에게 신청하면 매 주 토요일에 초대메일을 보냅니다.

     3) 경건의 시간 방법: Hangout meet를 통하여  

2. Pandemic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 세례신청: 4월 4일(주일) 부활주일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3월21일(주일)까지 목사에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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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순서 및 주간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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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I 

M 

M 

A 

N 

U 

E 

L

교회의 예배의 조속한 회복을 위하여

코로나 시대에 모든 교우들의 영적 생활에 깊이를 더하소서

교회와 교우들의 가정에 복을 내리시며 보호하여 주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소서

삶 속에서 주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에 처한 세계를 구원하소서

생명과 환경을 위한 기도 - 이 땅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소서

한국과 스웨덴의 사회적 안정과 영적 회복을 위하여

선교지 미얀마의 정치적 회복과 민주화를 위하여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을 축복하소서

주일예배
묵상기도 인도자가 “시편117:1-2”을 읽음으로 시작합니다.

찬송 144장(예수 나를 위하여)

대표기도 가족 중 한 사람

성경 마13:23

설교 영상설교:https://youtu.be/LlMI23CmK1w (클릭하세요!) 

음성설교: 음성설교파일을 클릭하세요!

찬송 446장(주 음성 외에는)-찬송하며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https://youtu.be/LlMI23CmK1w


사순절 기간 말씀 묵상을 위한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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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7일 2월18일 2월19일 2월20일 2월21일

마6:1-6, 16-21 
시편51:1-17

요일1:3-10 
시편25:1-10

딤후4:1-5 
다니엘9:1-25

마9:2-13 
시편32편

막1:9-15 
창9:8-17

2월 22일 2월23일 2월24일 2월25일 2월26일 2월27일 2월28일

엡2:1-10

시편77편

벧전3:8-18 
욥5:8-27

마4:1-11 
잠언30:1-9

롬3:21-31 
시편22:23-31

롬4:1-12 
창16:1-6

막8:27-30 
창16:1-15

막8:31-38 
창17:1-16

3월1일 3월2일 3월3일 3월4일 3월5일 3월6일 3월7일

히1:8-12

창21:1-7

히11:1-3, 13-19 
창22:1-19

요12:36-43 
렘30:12-22

벧전2:4-10 
시편19편

행7:30-40 
출19:1-15

막9:2-8 
출19:16-25

요2:13-22 
출20:1-17

3월8일 3월9일 3월10일 3월11일 3월12일 3월13일 3월14일

고전3:10-23

시편84편

히9:23-28 
대하29:1-19

막11:15-19 
에스라6:1-15

엡1:3-6 
시편107:1-22

엡1:7-14 
단12:5-13

요3:1-13 
민20:22-29

요3:14-21 
민21:4-9

3월15일 3월16일 3월17일 3월18일 3월19일 3월20일 3월21일

히3:1-6

출15:22-27

고전10:6-13 
민20:1-13

요8:12-20 
사60:15-22

히4:1-13 
시편51:1-12

히4:14-5:4 
출30:1-10

요12:1-11 
합3:2-13

요12:20-33 
시편119:9-16

3월22일 3월23일 3월24일 3월25일 3월26일 3월27일 3월28일

고후3:4-11

사43:8-13

행2:14-24 
사44:1-8

요12:34-50 
학2:1-9,20-23

빌2:1-11 
신16:1-8

빌2:12-18 
렘33:1-9

막10:32-34, 46-52 
렘33:10-16

막15:1-39 
사50:4-9

3월29일 3월30일 3월31일 4월1일 4월2일 4월3일 4월4일

요12:1-12

사42:1-9

요12:20-36 
사49:1-7

요13:21-32 
사50:4-9

요13:1-17, 31-35 
출12:1-14

요18:1-19:42 
사52:13-53:12

마27:57-66 
시31:1-16

요20:1-18 
시편118: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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