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회를 섬기는 분들 | 

Rehstraße 23c, 65933 Frankfurt am Main 

Tel. 069-3899 7004 (Fax.7008) 

| 교회 주소 / 연락처 | 

담임목사 : 문성은 (T: 069-3898 5681) 

시무장로 : 강요셉, 송민호, 안동수     

간     사 : 타냐 마켄센 (T: 0151-22367180) 

지 휘 자  : 정미향 / 반 주 자: 최예은 

 

Frankfurt Grace Korean 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8:45  

           2부 오후 11:00 (대예배) 

새벽기도: 화,수,목,토 오전6시 

목요예배: 매주 목 오후 7시반 

구역예배: 매주 정기적 모임 

예배시간 

Tram 11 또는 21 번을 타고 Jägerallee 에서 하차  

담임목사 : 문성은  

Rehstraße 23c 

www.gracechurch-fra.de 

@frankfurt_grace_korean_church 

facebook.com/groups/graceone 

 
 

2018년 10월 28일 
제 1353호 



예배 여는 기도 
Eröffnungsgebet 

………………………………………… 사회자  

자녀를 위한 축복송 
Kindersegn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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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송 
Segnungslied 

………… 당신은 하나님의 ………… 다같이 

축도 
Segen ………………………………………… 문성은 목사  

| 말씀 메모 | 

1.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2. 새 성전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3. 장기 치료중이신 성도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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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오늘은 추수감사 및 창립예배러 드려집니다. 

• 전교인 수련회가 다음주에 진행됩니다. 일정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장님은 정확한 참석 인원을 오늘중으로 목사님꼐 통보 부탁드립니다. 

일정 : 11/2-4(금-주일) 

대상 : 11/2(금) - 청년부, 11/3-4(토,주일) - 전교인 

장소 : Evangeliums Gemeinde Gospel Fellowship Church  

           Lanzenhainerstrasse 6a, 36358 Herbstein 

• 11/10(토) 2:30 pm 에 총회선교부 담당이신 양태철 목사님의 선교세미나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각 구역장님은 구역예배 장소와 일정을 목사님께 통보 부탁드립니다. 

• 새성전 임대계약이 이번달 안으로 최종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성도분들은 

한마음으로 마지막까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요셉 장로 

강건우 
집사 

- 
이현명자매 
이예슬자매 

- €505.00 €148.20 €52.00 €50.00 €1.378.20 

 창 17;9-14 
 (GENESIS 17;9-14) 

제589장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언약의 표징으로 주신 것 

€623.00 

강요셉 
장로 

안희준 
집사 

최성호형제 
최향자매 

공동 공동 제1여전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