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교회력 및 성서일과
2022년은 3년 주기 교회력 “Church Year Calendar Series C”가 됩니다.
본 교회력과 성서일과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교단에서 발행한 “예배와 예식서”를 기초로 미국 밴더빌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교회력 및 성서일과를 참고하였습니다.

주일
11

교회력

기념주일

색깔

구약

시편

서신

복음

28 대림절 첫 번째 주일

보라색

예레미야 33:14-16

시편 25:1-10

데살로니가전서 3:9-13

누가복음 21:25-36

5

보라색

말라기 3:1-14

누가복음 1:68-79

빌립보서 1:3-11

누가복음 3:1-6

보라색

스바냐 3:14-20

이사야 12:2-6

빌립보서 4:4-7

누가복음 3:7-18

보라색

미가 5:2-5a

누가복음 1:46b-55 또는
시편 80:1-7

히브리서 10:5-10

이사야 9:2-7

시편 96편

디도서 2:11-14

이사야 62:6-12

시편 97편

디도서 3:4-7

누가복음 2:(1-7)8-20

이사야 52:7-10

시편 98편

히브리서 1:1-4,(5-12)

요한복음 1:1-14

사무엘상 2:18-20,26

시편 148편

골로새서 3:12-17

누가복음 2:41-52

전도서 3:1~13

시편 8편

요한계시록 21:1~6a

마태복음 25:31~46

대림절 두 번째 주일

12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일

19 대림절 네 번째 주일
12
성탄절(12.25.)

26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송년주일

흰색

흰색

송구영신(12.31.)
2

신년주일

흰색

예레미야 31:7-14

시편 147:12-20

에베소서 1:3-14

요한복음 1:(1-9), 10-18

주현절(1.6.)

흰색

이사야 60:1-6

시편 72:1-7, 10-14

에베소서 3:1-12

마태복음 2:1-12

녹색

이사야 43:1-7

시편 29편

사도행전 8:14-17

누가복음 3:15-17, 21-22

녹색

이사야 62:1-5

시편 36:5-10

고린도전서 12:1-11

요한복음 2:1-11

23 주현절 후 세 번째 주일

녹색

느헤미야 8:1-3, 5-6,
8-10

시편 19편

고린도전서 12:12-31a

누가복음 4:14-21

30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

녹색

예레미야 1:4-10

시편 71:1-6

고린도전서 13:1-13

누가복음 4:21-30

6

주현절 후 다섯 번째 주일

녹색

이사야 6:1-8(9-13)

시편 138편

고린도전서 15:1-11

누가복음 5:1-11

13 주현절 후 여섯 번째 주일

녹색

예레미야 17:5-10

시편 1편

고린도전서 15:12-20

누가복음 6:17-26

20 주현절 후 일곱 번째 주일

녹색

창세기 45:3-11,15

시편 37:1-11, 39-40

고린도전서 15:35-38,
42-50

누가복음 6:27-38

27 주현절 후 여덟 번째 주일

녹색

출애굽기 34:29-35

시편 99편

고린도후서 3:12-4:2

누가복음
9:28-36(37-43a)

검정색

요엘 2:1-2, 12-17
또는 이사야 58:1-12

시편 51:1-17

고린도후서 5:20b-6:10

마가복음 6:1-6,16-21

9
1

2

3

성탄절 후 두 번째 주일

누가복음 1:39-45
(46-55)
누가복음 2:1-14
(15-20)

주현절 후 첫 번째 주일

16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

2

해외선교주일

재의 수요일

6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성청주일

보라색

신명기 26:1-11

시편 91:1-2,9-16

로마서 10:8b-13

누가복음 4:1-13

서울신대기념주일

보라색

창세기 15:1-12, 17-18

시편 27편

빌립보서 3:17-4:1

누가복음 13:31-35 또는
9:28-36

20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보라색

이사야 55:1-9

시편 63:1-8

고린도전서 10:1-13

누가복음 13:1-9

27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보라색

여호수아 5:9-12

시편 32편

고린도후서 5:16-21

누가복음 15:1-3,
11b-32

3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보라색

이사야 43:16-21

시편 126편

빌립보서 3:4b-14

요한복음 12:1-8

10

수난주일/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성결교회전도주간

보라색/적색

이사야 50:4-9a

시편 31:9-16

빌립보서 2:5-11

누가복음 22:14-23:56
또는 23:1-49

성목요일(4.14.)

보라색/흰색

출애굽기 12:1-4,
(5-10), 11-14

시편 116:1-2, 12-19

고린도전서 11:23-26

요한복음 13:1-17,
31b-35

성금요일(4.15.)

검정색/적색

이사야 52:13-53:12

시편 22편

흰색/금색

사도행전 10:34-43 또는
이사야 65:17-25

시편 118:1-2, 14-24

13 사순절 두 번째 주일

4

17 부활주일
장애인주일

흰색

사도행전 5:27-32

시118:14-29
또는 150편

요한계시록 1:4-8

요한복음 20:19-31

1

부활 후 세 번째 주일

어린이주일

흰색

사도행전 9:1-6(7-20)

시편 30편

요한계시록 5:11-14

요한복음 21:1-19

8

부활 후 네 번째 주일

어버이주일

흰색

사도행전 9:36-43

시편 23편

요한계시록 7:9-17

요한복음 10:22-30

부부/스승의주일

흰색

사도행전 11:1-18

시편 148편

요한계시록 21:1-6

요한복음 13:31-35

흰색

사도행전 16:9-15

시편 67편

요한계시록 21:10,
22-22:5

요한복음 14:23-29,
5:1-9

주님의
승천일(5.26)

흰색

사도행전 1:1-11

시편 47편, 93편

에베소서 1:15-23

누가복음 24:44-53

성결교회주일

흰색

사도행전 16:16-34

시편 97편

요한계시록 22:12-14,
16-17, 20-21

요한복음 17:20-26

농어촌주일

적색

사도행전 2:1-21 또는
창세기 11:1-9

시편 104:24-34, 35b

로마서 8:14-17 또는
사도행전 2:1-21

요한복음14:8-17,
(25-27)

22 부활 후 여섯 번째 주일

29 부활 후 일곱 번째 주일

6

요한복음 20:1-18 또는
누가복음 24:1-12

요한복음 18:1-19:42

24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15 부활 후 다섯 번째 주일
5

히브리서 10:16-25 또는
4:14-16; 5:7-9
고린도전서 15:19-26
또는 사도행전 10:34-43

5

성령강림주일/오순절

12 오순절 후 첫 번째 주일

삼위일체주일

흰색

19 오순절 후 두 번째 주일

특수전도주일
통일주일

녹색

26 오순절 후 세 번째 주일
3

오순절 후 네 번째 주일

8

열왕기상19:1-4(5-7),
8-15a
이사야 65:1~9
열왕기하 2:1-2, 6-14
열왕기상 19:15-16,
19-21
열왕기하 5:1-14
이사야 66:10-14

시편 8편

로마서 5:1-5

요한복음 16:12-15

시편 42편, 43편
시편 22:19-28

갈라디아서 3:23-29

누가복음 8:26-39

시편 77:1-2, 11-20
시편 16편

갈라디아서 5:1, 13-25

누가복음 9:51-62

시편 30편
시편 66:1-9

갈라디아서 6:(1-6)7-16

누가복음 10:1-11,
16-20

맥추감사주일

녹색

교회교육주일

녹색

아모스 7:7-17
신명기 30:9-14

시편 82편
시편 25:1-10

골로새서 1:1-14

누가복음 10:25-37

17 오순절 후 여섯 번째 주일

녹색

아모스 8:1-12
창세기 18:1-10a

시편 52편
시편 15편

골로새서 1:15-28

누가복음 10:38-42

24 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녹색

시편 85편
시편 138편

골로새서 2:6-15
(16-19)

누가복음 11:1-13

31 오순절 후 여덟 번째 주일

녹색

호세아 1:2-10
창세기 18:20-32
호세아 11:1-11
전도서 1:2, 12-14;
2:18-23

시편 107:1-9, 43
시편 49:1-12

골로새서 3:1-11

누가복음 12:13-21

7

녹색

이사야 1:1, 10-20
창세기 15:1-6

시편 50:1-8, 22-23
시편 33:12-22

히브리서 11:1-3, 8-16

누가복음 12:32-40

녹색

이사야 5:1-7
예레미야 23:23-29

시편 80:1-2, 8-9
시편 82편

히브리서 11:29-12:2

누가복음 12:49-56

21 오순절 후 열한 번째 주일

녹색

예레미야 1:4-10
이사야 58:9b-14

시편 71:1-6
시편 103:1-8

히브리서 12:18-29

누가복음 13:10-17

28 오순절 후 열두 번째 주일

녹색

예레미야 2:4-13
잠언 25:6-7

시편 10:12-18
시편 112편

히브리서 13:1-8, 15-16

누가복음 14:1,7-14

4

녹색

예레미야 18:1-11
신명기 30:15-20

시편 139:1-6, 13-18
시편 1편

빌레몬서 1:1-21

누가복음 14:25-33

녹색

예레미야 4:11-12,
22-28
출애굽기32:7-14

시편 14편
시편 51:1-10

디모데전서 1:12-17

누가복음 15:1-10

10 오순절 후 다섯 번째 주일

7

녹색

잠언 8:1-4, 22-31

오순절 후 아홉 번째 주일

14 오순절 후 열 번째 주일

해방기념주일

오순절 후 열세 번째 주일

9
11 오순절 후 열네 번째 주일

평신도주일

10

11

18

오순절 후 열다섯 번째
주일

녹색

예레미야 8:18-9:1
아모스 8:4-7

시편 79:1-9
시편 113편

디모데전서 2:1-7

누가복음 16:1-13

25

오순절 후 열여섯 번째
주일

순교자기념주일

녹색

예레미야 32:1-3a, 6-15
아모스 6:1a, 4-7

시편 91:1-6, 14-16
시편 146편

디모데전서 6:6-19

누가복음 16:19-31

2

오순절 후 열일곱 번째
주일

故김상준추모주일

녹색

예레미야애가 1:1-6
하박국 1:1-4; 2:1-4

시편 137편
시편 37:1-9

디모데후서 1:1-14

누가복음 17:5-10

9

오순절 후 열여덟 번째
주일

녹색

예레미야 29:1, 4-7
열왕기하 5:1-3, 7-15c

시편 66:1-12
시편 111편

디모데후서 2:8-15

누가복음 17:11-19

16

오순절 후 열아홉 번째
주일

녹색

시편 119:97-104
시편 121편

디모데후서 3:14-4:5

누가복음 18:1-8

23 오순절 후 스물 번째 주일

녹색

예레미야 31:27-34
창세기 32:22-31
요엘 2:23-32
예레미야 14:7-10,
19-22
하박국 1:1-4; 2:1-4
이사야 1:10-18

시편 65편
시편 84:1-7

디모데후서 4:6-8,
16-18

누가복음 18:9-14

시편 119:137-144
시편 32:1-7

데살로니가후서 1:1-4,
11-12

누가복음 19:1-10

녹색

학개 1:15b-2:9
욥기 19:23-27a

시편 145:1-5, 17-21
시편 17:1-9

데살로니가후서 2:1-5,
13-17

누가복음 20:27-38

녹색

이사야 65:17-25
말라기 4:1-2a

데살로니가후서 3:6-13

누가복음 21:5-19

추수감사주일

녹색

예레미야 23:1-6

이사야 12장
시편 98편
누가복음 1:68-79
시편 46편

골로새서 1:11-20

누가복음 23:33-43

활천100주년
기념주일

보라색

이사야 2:1-5

시편 122편

로마서 13:11-14

마태복음 24:36-44

보라색

이사야 11:1-10

시편 72:1-7,18-19

로마서 15:4-13

마태복음 3:1-12

보라색

이사야 35:1-10

시편 146:5-10 또는
누가복음 1:46b-55

야고보서 5:7-10

마태복음 11:2-11

보라색

이사야 7:10-16

시편 80:1-7,17-19

로마서 1:1-7

마태복음 1:18-25

이사야 9:2-7

시편 96편

디도서 2:11-14

누가복음 2:1-14(15-20

이사야 62:6-12

시편 97편

디도서 3:4-7

누가복음 2:(1-7),8-20

이사야 52:7-10

시편 98편

히브리서 1:1-4(5-12)

요한복음 1:1-14

이사야 63:7-9

시편 148편

히브리서 2:10-18

마태복음 2:13-23

전도서 3:1-13

시편 8편

요한계시록 21:1-6a

마태복음 25:31-46

30

오순절 후 스물한 번째
주일

6

오순절 후 스물두 번째
주일

오순절 후 스물세 번째
주일
오순절 후 스물네 번째
20
주일

종교개혁주일

13

27 대림절 첫 번째 주일
4

대림절 두 번째 주일

11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성서주일

18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녹색

12
성탄절(12.25.)

25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송년주일
송구영신(12.31.)

흰색

흰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