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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마누엘 한인교회

주일예배

11:00                                                                                                                    인도: 조충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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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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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Congregational Hymn) ………………27장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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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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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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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시교독(Responsive Reading) ……… 교독문6번(시편10편)…………………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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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Congregational Hymn) ……………… 497장 ……………………………  다같이 

  기도(Prayer) …………………………………………………………………   김근완 집사   

  성경봉독(Scripture) ……………………  행16:6-10 ……………………………인도자      

  비올라 독주(Viola Solo) …………… Amor Dei 하나님 사랑………………윤근실 집사   

  설교(Sermon) ………………………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 조충일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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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Congregational Hymn) ……………… 505장 ……………………………  다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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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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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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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하며(Praising) ………………… 은혜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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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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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일화 

옛날 선교 초기, 조선에 온 미국인 선교사가 보니 양반들은 모두 머리에 갓을 쓰고 있었
는데,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하여 한 유식한 양반에게  물어보았다고 한다. "그 머리
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아니, 갓이라니! 갓(God)이면 하나님인데 조선 사람
들은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니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 아닌
가?” 선교사가 또 물었단다. "그러면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오." 양반은  한자로 글자
로 쓰며 대답했다. "朝鮮이요! 아침 朝, 깨끗할 鮮, 이렇게 씁니다."라고 대답하며 글자
를 써 보였다. 그 선교사는 더욱 깜짝 놀라 "깨끗한 아침의 나라, Morning calm의  나라
란 말이 맞는구나"라고 말하고는 조선의 '朝'자를 풀이해 달라고 하였단다. 양반은 천천

히 글자를 쓰면서 대답했다. "먼저 열十 자를  쓰고 그 밑에 낮이라는 뜻의 날日자를 쓰

고, 또 열十 자를 쓰고 그 곁에  밤이라는 뜻의 달月 자를 씁니다. 이렇게요." 선교사는 놀

라서 중얼거렸다. "낮(日)에도 십자가(十), 밤(月)에도 십자가(十), 하루 종일 십자가 라는 뜻

이구나." 그리고 또 말했다. "鮮자도 풀이해 주시오." "물고기 魚 옆에 양 羊 자를 씁니
다." 선교사가 다시 놀라며 말했다. "물고기는 초대 교회 의 상징인 '익투스'로 '예수 그
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고백이고, 또 羊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鮮자

는 완전히 신앙고백의 글자입니다." 선교사는 감탄하여 말하길 "朝鮮이라는 나라는 이
름부터가 낮이나 밤이나 십자가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
리의  구주이신 어린 양' 이라는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가. 조선은 하
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음의 나라로다."감탄을 하며 선교사가 또 질문을 하였다. "마
지막으로 조선 사람을 영어로는 어떻게 쓰나요?" " Chosen People 이라고 씁니
다." " 와우! 선택된 (Chosen) 사람들 (People), 조선은 과연 동방의 선민(選民)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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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교우소식:1)출타-조충일 목사(7-10/2, 영국 스웨덴 선교회 참석차) 
                      2)득손- 김근완 정난교 집사(19/1) 
                      3)귀국-유선우  이혜현 교우(한국) 
                      4)귀국-김아란 교우(한국) 

3. 봉사담당: 1)기도- 한기숙(12/2) 김현겸(19/2) 이미경(26/2) 
                        2)2월 안내: 김영호 천순옥 
                        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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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