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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단상

우 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 사이에 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두 길에서 어느 길을 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갈등입니다. 이런 갈등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의 뜻은 우

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 여겨지기에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그 갈등의 순간에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순간은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예 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참 힘들 때 시험을 받았고, 그 순간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으로 시험을 받
았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앞에 둔 겟세마네에서의 갈등은 예수님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렇지만 갈등 중에서도 최종적 결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 속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삼 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는 
태어났고, 또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넘어집니다. 그 앞에 끊임없이 나타난 유혹때문입니다. 

갈등의 순간이 있었을 때 함부로 행동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지켜져야 할 비밀을 삼손은 들릴라 앞에서 지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곧 
그 자신에게만 고통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민족적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로 렌스 형제는 그가 쓴 ‘하나님의 임재연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고통에서 건짐을 받도록 기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뜻하신 동안 당신이 그 고통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인내심을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 


	 	 	 	 	 	 	 	 	 	 	 	 	 	 	 조충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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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성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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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말씀
6월4일(금) 요나 2장

6월5일(토) 요나 3장

6월6일(주일) 요나 4장

6월7일(월) 미가 1장

6월8일(화) 미가 2장

6월9일(수) 미가 3장

6월10일(목) 미가 4장

금주의 암송 (요나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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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나의 신앙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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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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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드리시길 원하시는 분은 켜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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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독문22번(시편37편) 
    (3) 찬송: 25장, 337장, 365장, 54장

5) 예배 전에 찬양을 들으며 조용히 묵상의 시
    간을 가짐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5.  영상예배 참여를 위한 주소:    
     

meet.google.com/zag-rkmh-n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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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j8LXaDajo 

 Click 하세요!  

영상예배 - Hangouts Meet( Google meet)

 음성 설교파일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음성으로 녹음된 설교파일을 이메
일로 보내 드립니다. 보내어 드리는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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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meet.google.com/zag-rkmh-nof?hs=122&authuser=1
https://youtu.be/bNj8LXaD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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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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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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한 영성의 삶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더욱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 임마누엘 공동의회: 5월30일(주일) 14:00 — Digital meeting. 연결을 위하여 다음 페이지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4. Covid-19 Vaccine 접종을 원하시는 분은 년령별 접종단계를 잘 확인하셔서 예약 후 접종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App을 통한 예약: 1177 Vårdguiden,  Alltid Öppet     2) 전화예약: 1177        3) 영어 예약전화번호: 08-428 42920  예약가능시간: 08:00-19:00


5. 교회예배 안내: 6월1일부터 Covid-19으로 인한 제한이 조금씩 완화가 됩니다. 그리하여 6월 6일 주일부터는 50명 한도에서 규칙을 지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되었습니다. 그
렇지만 On Line 과 Off Line을 겸하여 예배를 준비해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름기간에 교회에 Youtube Live Stream을 위한 카메라 3대를 예배실에 설치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설치가 되면 Youtube Live Stream을 겸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이라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다.



교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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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ära medlem i Immanuelskyrkan,  

Söndag 30 maj, kl 14.00 har vi digitalt församlingsmöte. I början av mötet kommer ni att få testa att rösta via SMS. Senare i mötet finns det två frågor som församlingen behöver ta ställning till.   

 Här nedan har du ett mobilnummer och en unik 4-siffrig kod. Koden är din identifiering att du är medlem i församlingen och har rätt att rösta. Bekräfta att du är du genom att skicka din kod på 
SMS till mobilnumret nedan. Detta måste vara gjort i god tid innan mötet, så gör det gärna redan nu.   

 Mobilnummer för registrering och röstning: 0730-12 14 97       Din unika kod: 9095   

 På söndag deltar du genom att titta på församlingsmötet på dator eller platta.  Gå till www.immanuel.se/medlemmar 

Du röstar genom att skicka dina svar via SMS till numret här ovan.  Du har tre svarsalternativ: Ja, Nej eller Avstå.  

 ———————————————————————————————————————————————— 

Dear member of Immanuel Church,  

Sunday, 30th May at 14.00 we have a digital Congregational Meeting. At the beginning of the meeting, you will get the chance to test the voting system by sending SMS. Later in the meeting 
there will be two questions that the congregation needs to vote on.  

Below you have a mobile phone number and a unique 4-digit code. This code is your identification showing that you are a member of Immanuel and have the right to vote. Please confirm your 
attendance by sending your code via SMS to the mobile phone number below. This must be done well ahead of the meeting, so preferably - do it right away.  

Mobile phone number for registration and voting: 0730-12 14 97       Your unique code: 9095 

 You will participate by watching the meeting on your computer or tablet. 

Go to: www.immanuel/members  

You will vote by sending your answer in an SMS to the number above.  

Your answer options are: Yes, No or Absent.  

http://www.immanuel.se/medlemmar
http://www.immanuel/members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순서 및 주간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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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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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예배의 회복과 교우들의 영적 경건생활을 위하여

Covid-19으로 인하여 교우들의 삶의 현장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소서

교우들의 산업과 직장에 복을 내려 주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하는 민족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선교지 미얀마가 군부의 탄압과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소서

미얀마 선교지 Khampat Church 를 위해(폭우로 교회건물 유실)

세계 곳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을 축복하소서

세계의 교회가 깨어 일어나게 하소서

의료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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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 337장(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대표기도 가족 중 한 사람

성경 마태복음 15:21-28

설교 영상설교:https://youtu.be/bNj8LXaDajo (클릭하세요!) 

음성설교: 음성설교파일을 클릭하세요!

찬송 365장(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찬송하며 주일헌금 드립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https://youtu.be/bNj8LXaDa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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