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02일
제 148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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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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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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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3 : 13 – 14
( APOSTELGESCHICHTE 13 : 13 – 14 )

은혜행전 : 화려한 시작보다 성실한 마무리

찬양
Lied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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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방역 강화로 인해 모든 예배는 비대면예배(온라인예배)로 드립니다.
• 대예배 : 주일 11시
• 유치부 예배 : 주일 9시 30분
• 청소년 예배 : 주일 12시 45분
• 새벽예배 : 화, 수, 목, 토 오전 6시
- 예배시간 5분전에 교회 카톡방을 통해 예배링크가 안내됩니다.
- 주일 대면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목사님 개인카톡방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팀과 미디어팀을 제외한 인원 50명으로 제한합니다)
2. 5월 9일 주일 조은환, 김예은 성도님의 자녀 조가은 어린이의 유아세례가 있습니다.
3. 독일 연방 비상 브레이크 (https://gutentagkorea.com/archives/58256)
- 4월 23일 금요일부터 시행 결정, 각 연방주 실제 적용은 토요일부터
• 야간 통행 금지: 밤 10 ~ 새벽 5시까지 야간 이동이 금지 됩니다. 예외는 비상 사태, 육아
및 애완 동물 관련 등은 제외됩니다. 혼자서 조깅과 산책은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 개인 만남은 최대 5명, 최대 한가족, 구성원 1명 까지만 가능합니다. 14세 이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학교는 발병률이 연속 3일 165 이상일 경우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됩니다. 졸업반 및 특수 학교는 예외 항목이 적용됩니다.
• 어린이 스포츠는 14세 미만의 경우 최대 5명이 그룹으로 스포츠 활동이 가능합니다.
• 직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일반적인 사무직의 경우 홈오피스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 바우마트, 가구점, 패션, 신발 가게 및 백화점은 발병률이 100을 넘고 150미만의 경우
음성 테스트를 제공한 고객을 받을 수 있으며 발병률 150을 넘을 경우 Click and collect
로 변경이 됩니다. 비상 브레이크 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100이상일 경우 모두 폐쇄해야
했지만 완화되었습니다.
• 슈퍼마켓, 약국, 비오상점, 키오스크, 약국, 음료 상점, 세탁소, 안경원, 의료 용품점,
보청기 샵, 주유소, 서점, 꽃집, 애완 동물 샵, 가든 상점은 개장을 유지합니다. 밤
12시까지 운영했던 슈퍼마켓은 이제 밤 9시에 문을 닫습니다.
• 모든 상점에서는 FFP2 마스크 혹은 유사한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중보 기도|
1. 이웃과 사회를 위한 기도

- 코로나19 확진자들을 회복시켜주시고,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해 주소서.
-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잘 돌보게 하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소서.
2.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대표기도
빌리 킴
집사

안내 및 봉헌위원

식사봉사

없음

강단미화

교제없음

최소영
권사

교제없음

문숙자
권사

다음주
강건우
집사

없음

- 이 사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지난 주 헌금 / 온라인 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 기타

건축헌금

€ 10.00
/ € 1,755.00

€ 857.00
/ € 205.00

€ 25.00
/ € 0.00

€ 0.00
/ €400.00

€ 50.00
/ € 0.00

합계
€ 3,30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