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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ANUELSKYRKAN
임마누엘 한인교회

주일예배

11:00                                                                                                                    인도: 조충일 목사 

  찬양 (Praise the Lord))  ……………………………………………………………찬양팀 

  예배의 부름(Call to Worship) ……………………………………………………   인도자   

+찬송(Congregational Hymn) ………………35장 ……………………………… 다같이 

+참회의 기도(Prayer for confession of sin) ……………………………………   다같이 

+사죄의 확인(Declaration of pardon) ……………………………………………  인도자

+신앙고백(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   다같이

+성시교독(Responsive Reading) ……… 교독문3번(시편4편) …………………  다같이 

  어린이 순서(Children’s Corner) …………………………………………………다같이 

  찬송(Congregational Hymn) ……………… 300장 ……………………………  다같이 

  기도(Prayer) …………………………………………………………………   최다해 집사   

  성경봉독(Scripture) ……………………  요11:1-15 ……………………………인도자      

  설교(Sermon) …………………………… 소망은 있다!  ……………………조충일 목사 

  기도(Prayer) …………………………………………………………………………설교자  

  찬송(Congregational Hymn) ……………… 482장 ……………………………  다같이 

 헌금(Offertory) ………………찬송하며 예물 드립니다 …………………… 다같이 

+봉헌및 기도(Hymn and Prayer of Dedication) ………………………………     다같이        

 광고(Announcement) ……………………………………………………………… 인도자    

+주를 찬양하며(Praising) ………………… 주기도문 …………………………… 다같이

+축도(Benediction) ……………………………………………………………  조충일 목사 

  송영(Post Hymn) ……………………………………………………………………다같이 

    + 일어서서 Congregation please stand for these parts of the service 

http://www.immanuel.se/ko


•   예배가 살아 있는 교회 

•   디아스포라 구원에 힘쓰는 교회 

•   교육에 힘쓰는 교회 

•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교회 

•   함께 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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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영성의 회복과 교우들의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2 임마누엘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하여

3 스웨덴과 유럽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4 미얀마 선교지(Tahan 신학교와 New Kanaan 교회)를 위하여

5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선교지를 위하여

교회소식교회의 비전

주간묵상

 그리하면 그 분이 이루어주신다! 

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늘 현재의 순간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 미래를 앞서 

생각하거나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의 진정한 힘을 

느끼려고 애쓴다. 감히 말하건대, 그것이 바로 기쁨에 찬 삶의 비밀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우리처럼 영혼이 굳어버린 이들이 ‘순

수’라고 부르는 바로 그것)을 기억하고 그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아마 지금과는 다

른 모습일 것이다. 재미있게 놀고 깔깔대고 웃으며 기쁨을 맛보면서 산다면 말이다. 내

가 여덟 살 꼬마였을 때부터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시편 37편 4절에는 이런 말이 적

혀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이 네 마음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니.” 나

는 여러 경험을 거치면서 이 말을 항상 주문처럼 외며 살아왔다. 주 안에서 — 선량함, 

친절함, 연민, 사랑 안에서 — 기뻐해보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자.   

                                                그러지 않을 이유가 있는가? 

                                                     오프라 윈프리의’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중에서 

        선교지(미얀마):  Tahan Theological College, New Kanan Church  

     *** 예배특송 안내:  은혜의 예배를 위해 특송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성가대 대장이나 목사에게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 주일예배 Live 방송: https://www.immanuel.se/ko/주일예배   
     * 주일예배 주보: https://www.immanuel.se/ko/주간서신-및-예배안내  
     * 금요 기도회(Google Meet 고정주소): meet.google.com/reu-zcow-kxj    

1. 예배 및 모임: 

       1) 임마누엘 연합예배: 1월 22일(주일) 11:00(대예배실) 
                           환영인사: 박영순 
                           성찬위원: 김근완 이미경 서수나 한기숙  
                           안내위원: 천순옥 
                           중보기도: 이유진           성경봉독: 정지영 
    
       2) 임마누엘 공동의회: 1월 22일(주일)  13:00(Congressen)            

2.   2023년 교회달력: 한 가정당 한부씩 

3. 교우소식: 1)출타:조충일 목사(미얀마) 
                        2)출타: 김영호 심정남 집사(레바논)     

4. 봉사담당: 1)기도-윤정순(29/1), 김근완(5/2) 한기숙(12/2) 
                       2)1월 안내 - 김수원 서수나   2월 안내: 김영호 천순옥 
                       3)1월 헌금 - 박봉규 이종규.  2월 헌금: 김현겸 김지현(남) 

https://www.immanuel.se/ko/%EC%A3%BC%EC%9D%BC%EC%98%88%EB%B0%B0
https://www.immanuel.se/ko/%EC%A3%BC%EA%B0%84%EC%84%9C%EC%8B%A0-%EB%B0%8F-%EC%98%88%EB%B0%B0%EC%95%88%EB%82%B4
http://meet.google.com/reu-zcow-kxj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