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06월 21일
제 1437호

| 교회 주소 / 연락처 |
Badenerstr. 21, 65824 Schwalbach am Taunus

Frankfurt Grace Korean Church



Frankfurt Hbf 에서 S3 을 타고 Schwalbach(Taunus)Limes
에서 하차, 상가쪽으로 10분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 문 성 은
시무장로 : 강 요 셉
은퇴장로 : 송 민 호, 안 동 수
명예장로 : 최 병 호
간

사 : 타냐 마켄센

지휘자 :정미향/ 반주자 :최예은

www.gracechurch-fra.de
fgkchurch@googlemail.com
facebook.com/groups/graceone

예배시간

주일예배: 1부 오전 10:00
2부 오전 12:00
새벽기도: 화,수,목,토 오전 6시
목요예배: 매주 목 오후 7시반
구역예배: 매주 정기적 모임

담임목사 : 문성은

| 예배순서 / Gottesdienst |

사회 문성은 목사

|광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경배와 찬양
Lobpreis

…………………………………………

다같이
송한명 집사

1. 고 박화자 권사님 추도예배가 오후 2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고 박화자 권사님 묘지 주소 :
Friedhof Rödelheim

대표기도
Gemeindegebet

…………………………………………

윤동렬 집사

Westerbachstraße 38e, 60489 Frankfurt am Main
2. 6/28일 다음 주일예배도 구역별로 나누어 드립니다.
(2주 간격으로 구역별 예배시간이 변경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광고
Ankündigungen

단 청년부는 변경없이 매주 2부예배입니다.)

…………………………………………

사회자

- 1부 예배 오전10시 : 강요셉장로님구역, 송한명집사님구역, 강대우집사님구역,

- 2부 예배 오전12시 : 김혜남권사님구역, 안희준집사님구역, 김영진집사님구역,

성경말씀
Bibeltext

사도행전 2 : 14 - 42
(APOSTELGESCHICHTE 2 : 14 - 42 )

사회자

강건우집사님구역, 청년부
- 소속 구역이 없으신 성도님들은 2부예배에 참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예배참석시 주의사항

설교
Predigt

문성은 목사

베드로의 설교

- 안전거리 1,5m 유지 및 마스크착용 필수
(교회에서 준비되는 마스크수량이 넉넉치 못한 관계로 개인마스크를 꼭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부예배는 당분간 온라인예배로 드려집니다.

찬양
Lied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다같이

-유치부예배 오전 10시 Live Streaming으로 드려집니다.

-청소년예배 오전 11시

봉헌
Opfer

5. 교우동정 : 이현명 청년 귀국

…………………………………………

사회자

|중보 기도|
축도
Segen

…………………………………………

문성은 목사

1.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
- 코로나19 확진자와 그 가족을 위로해 주소서
-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고,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소서
-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2.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대표기도

안내 및 봉헌위원

윤동렬
집사

1부 김예은집사
2부 김영진집사

전진우
집사

1부 김영진집사
2부 김영진집사

식사봉사

강단미화

공동

이정희
집사

교제없음

박명숙
집사

다음주

-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 이 사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지난 주 헌금 +온라인 헌금|
십일조
€ 662.50
+€ 2,860.00

감사헌금
€ 1,137.00
+€ 280.00

주일헌금

선교 / 기타

건축헌금

€ 30.00

€ 80.00
+€ 850.00

€ 50.00

합계
€ 5,949.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