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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나교회 
One Heart Korean Church 

������������주�일�예�배��:���매주�주일�오후�3시�
������������수요기도회��:���매주�수요일�Zoom으로�오후�8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1. 오늘은�교회력에�따라�주현후�제�4주입니다.�예전�색깔은�녹색입니

다.�

2. 다하나교회에�처음�오신�분과�방문하신�분을�진심으로�환영합니다.�

3. 에너지�절약을�위해�주일에�텀블러�사용을�권장합니다.�

4. 다음�주일�예배는�온가족�예배로�드리고�성찬식이�있습니다.�

5. 제�1기�다하나찬양대를�모집합니다.�임도영집사에게�신청해�주세

요.�

6. 사순절�묵상집�신청을�받습니다.��

������-�“구도자의�길에�접어든�이들에게”,�임영수목사,�르비빔출판사�

7. 생일을�축하하고�축복합니다.�

��-�30일�:�Claire�Yue�양�(최수미자매)���������������������������������������

*다음주�예배봉사자�

�-�기도:�강지연�집사�/�번역:�박지한�형제�

����2월�안내�및�봉사:�씽씽�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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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http://oneheartkoreanchur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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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시 138:7-8 ———————   인도자


       신앙고백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한영수  집사


       주일학교이동 ——————————————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찬송   ———————  393장�오�신실하신�주��—————— 다같이	


       성경봉독     —————— 창세기�12:4-10  ———————  인도자		 


       설교     ——————— 눈을�감고�떠나라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내주예수�주신�은혜(1,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주의�움직이는�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가 점점 길어져 감을 보며 이 겨울
의 끝을 상상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예고 된 한파도 견디다 보면 지나가겠
죠. 또 한파가 여러 번 오겠지만 그것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삭풍에 움츠
려 들면서도 봄을 상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 다행입니다. 창너머 겨울
나무를 물끄러미 바라보곤 하는데 그럴 땐 어김 없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겨울나무’라는 동요가 떠오릅니다. 
  “나무야 나무야 겨울 나무야 눈 쌓인 응달에 외로이 서서. 아무도 찾지 않
는 추운 겨울에 바람 따라 휘파람만 불고 있느냐.”
겨울나무는 자기가 자리 잡은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긴 겨울을 그냥 
버티고 있는 것이겠죠? 바람이 불어 닥치면 그 바람으로 오히려 휘파람을 
불어가는 여유를 부리며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겠죠? 겨울나무가 바람
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여러분도 잘 버티고 잘 견디라고 응원하는 것 같
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긴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자신에게 에너지를 만
들어 주던 파란 이파리들을 다 떨궈내고 그렇게 겸손하게 인생을 버텨가
는 겨울나무를 바라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긴긴 겨울을 보내고 나면 나
무에게는 상급처럼 딱딱하고 진한 나이테가 주어지겠죠. 그 혹한에도 나
무는 자라고 있었다는 증거이자 보상일 겁니다.  
  인생의 혹한기를 지나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계실텐데 겨울나무처
럼 잘 버텨내시길 기도드립니다. 도망가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버티
다 보면 봄날은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은 납작 엎드려 겸허히 기다려야 하
는 시간일지 모릅니다.  이 기나긴 겨울이 끝이 없어 보이지만 변하지 않
는 사실은 봄이 저만치 멀리서라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따뜻한 봄을 상상
할 수 있는 자격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 그것은 큰 희망입
니다. 계절의 변화와 시간의 순환을 보며 우리는 창조주의 신비를 경험하
곤 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통해 창조주를 만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모든 시즌에는 그 시즌 마다 매력이 있습니다. 시인이자 가수인 
라드 맥쿠언은 계절의 변화와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했죠.
“And to each season something is special 
 Lilac, red rose or the white willow.
 Young men of fortune old men forgotten
 Green buds renewing
 The brown leaves dead and gone…”
우리 모두가 다른 계절을 지나고 있고 다른 형편이지만 각자에게 가장 최
선의 시즌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나아갔으
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삭풍에 흔들리는 모든 겨울나무들이여 잘 버티
시고 이겨내십시오. 마음을 담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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