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Badenerstr. 21, 65824 Schwalbach am Taunus 

| 교회 주소 / 연락처 | 

담임목사 : 문성은 

시무장로 : 강요셉, 송민호, 안동수     

간     사 : 타냐 마켄센 

지 휘 자  : 정미향 / 반 주 자: 최예은 

 

Frankfurt Grace Korean 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8:45  

           2부 오전 11:00 (대예배) 

새벽기도: 화,수,목,토 오전6시 

목요예배: 매주 목 오후 7시반 

구역예배: 매주 정기적 모임 

예배시간 

Frankfurt Hbf 에서 S3 을 타고 Schwalbach(Taunus)Limes 

에서 하차, 상가쪽으로 10분거리 

담임목사 : 문성은  
www.gracechurch-fra.de 

fgkchurch@googlemail.com 

facebook.com/groups/graceone 

 

 
 

2019년 07월 14일 
제 1387호 



예배 여는 기도 
Eröffnungsgebet 

………………………………………… 사회자  

경배와 찬양 
Lobpreis 

………………………………………… 다같이 
강대우 집사 

대표기도 
Gemeindegebet ………………………………………… 

성가대 찬양 
Chorgesang ………………………………………… 은혜성가대  

광고 
Ankündigungen 

………………………………………… 사회자  

성경말씀 
Bibeltext 

사회자  

설교 
Predigt 문성은 목사 

찬양 
Lied 

다같이  

봉헌 
Opfer ………………………………………… 사회자  

축도 
Segen ………………………………………… 문성은 목사  

1.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2. 장기 치료중이신 성도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3. 은혜 본교회의 전세계를 향한 사역과 특히 양창모 목사님의 터키선교사역을 위해 
 

| 중보기도 | 

| 예배순서 / Gottesdienst | | 광고 | 사회 문성은 목사  

대표기도 안내위원 봉헌위원 식사봉사 청소정돈 강단미화 

다음 주 

오늘 방문 및 처음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기타 건축헌금 합계 

| 지난 주 헌금 | 

•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7/19-20 에 있습니다. 

• 오늘 교제시간 이후에 기초성경공부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TD 팀멤버 미팅 및 중보기도가 7/20, 7/27, 8/3, 8/10 에 있습니다. 

• 유럽 사랑의 불꽃 일정입니다.  

1) 오스트리아TD : 8/13(화)-16(금) 

2) 터키TD : 8/26(월)-29(목) 

• 8/17 청년부 찬양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차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 식사후 설겆이 당번을 남전도회, 청년부 위주로 당번을 정하여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운영위원회에게 알려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하성이가 이번주 7/18에 가슴에 꽂은 주사바늘(카테터)를 뽑을 에정입니다. 그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성의 빠른 회복과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완욱 집사 

송민호 
장로 

최성호집사 
최향집사 

전진우집사 
김현진집사 

문숙자권사
안현숙권사
이추선집사 

€3.410,20 €173,75 €950.00 €50.00 €5.239.25 

창 40:9-15 
(1.Mose 40:9-15) 

제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인격 

€645,30 

이완욱 
집사 

송한명집사 
정지은집사 

이완욱집사 
구하은집사 

서창희권사    
박미경권사 
전혜선집사 

공동 
서창희 
권사 

공동 
김정숙 
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