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 암송

금주의 암송 성구: 살전 4:16-17 // 1.Thessalonicher 4:16-17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엡 1:2)

주님의 다시오심을준비하는교회 (계 22:20)

주님의 마음에 합한 회 (행 )

프랑크푸르트프랑크푸르트 은혜한인교회은혜한인교회

4: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4:16 denn er selbst, der Herr, wird, wenn der Befehl ergeht und die Stimme des Erzengels 
und die Posaune Gottes erschallt, vom Himmel herniederfahren, und die Toten in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행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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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us werden auferstehen zuerst. 
4:17 Darnach werden wir, die wir leben und übrigbleiben, zugleich mit ihnen entrückt 

werden in Wolken, zur Begegnung mit dem Herrn, in die Luft, und also werden wir bei 
dem Herrn sein allezeit. 

지난 주 암송 성구: 계22:7 // Offenbarung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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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22:7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기도제목

- 2010년 유럽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훼스티발이 열릴 수 있도록

묵 도
Stilles Gebet 사 회 자

찬 양
Loblied 다 같 이

서상열 장로대 표 기 도
Eröffnungsgebet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송민호
안동수

명예장로:        서상열

안수집사:        강요셉
이필영

지휘자:             전유미
반주자:             정유민

- 독일과 유럽의 영적부흥과 터키를 복음화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 이러한 일을 위해 신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건물 주시도록
- 선교지와 동역하는 교회를 위해: 특별히 볼고그라드 조익현 목사님,  우크라이나 김교역

목사님 , Passau의 비탈리 목사님과 Ingolstadt의 Musa 목사님,  그리고 기센 Frick 
목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

-박화자 집사님 건강회복 / 안영민 형제 건강 회복및 가족 구원

성가대찬양
Chor Loblied

성 경 말 씀
Schriftlesung 사 회 자

설 교
Predigt 양창모 목사

고후 10:5

은혜성가대

성령님은 누구신가(3)

정기모임 안내

주일대예배

새벽기도회

매주 주일 오후 2시15분

대표기도 안내위원 봉헌기도 친교봉사//청소-정돈 강단미화

이번주일 서상열 장로 강요셉 집사
김희경 집사

김정숙 집사
겨자씨//드림팀+두드림 박양숙 권사

봉사위원
찬 양
Loblied 다 같 이

봉 헌
Widmung 다 같 이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봉 헌 기 도
Opfer Gebet 김희경 집사

수요예배

매주 화~토 오전 6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다음주일 송민호 장로 김소례 권사
김정숙 집사

문미선 집사

드림팀+두드림//

포도원+러브레터
최소영 권사

지난 주 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 부흥회 계

Widmung

양창모 목사축 복 기 도
Segnungsgebet

사 회 자광 고
Ankündigungen

찬 양
Loblied 다 같 이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청년찬양예배

가정교회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정기적 모임

십 일 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부흥회 계

€ 583.06 € 340.00 € 194.00 € 100.00 + 
€ 620.00 € 1,8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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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lied 다 같 이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축 도
Segnung 양창모 목사

표는 일어서서 / Aufstehen



은 혜 코 이 노 니 아 오늘의 말씀 : 고후 10:5  성령님은 누구신가(3)

새 신 자 환 영새 신 자 환 영

• 지난 주 방문 및 처음 오신 분 : 최미자 집사, 이순자 자매, 신요한 목사님 부부

•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과 방문하신 성도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알 림알 림

1. 이번주 토요일(29일) 15:00에 임직식이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직자는 장로(강요셉), 안수집사(정원휘), 권사(김선숙, 김정숙, 박화자, 전혜순) 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축제하는 분위기로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임직식을 위해 여전도회와 권사회에서는 협력해서 음식준비등 제반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 ◈◈◈◈◈◈◈◈◈◈◈◈◈◈◈◈◈◈◈ ◈

2. 임직식을 위해 여전도회와 권사회에서는 협력해서 음식준비등 제반 사항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에서는 상품, 임명장등 제반 준비를 해 주시고 예배팀에서는
임직 예배를 위한 찬양 축가등 제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위해 예배후 각 팀장님 미팅이 사무실에서 있겠습니다.

3. 지난 주간 신요한 목사님 말씀집회가 은혜가운데 잘 마쳐졌습니다.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 어린이 예배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교인 동정

출산: 안희준, 신미경 집사님 가정에 지난 화요일 안지우(아들)가 태어났습니다.
정원휘, 최홍선 집사님 가정에 어제 정우진(아들)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산모들을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다음주 주일(30일) 청년 목자모임이 09:30 교회에서 있습니다. 
과제는 암송 :(딛 3:5); 살전 1:3-4 / QT : 사도행전 16:25~34 <감옥에서 거듭난 사람>

5. 대 심방중입니다. 목자님들은 새로 발표된 가정교회 목원들의 심방 원하는 날짜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가정교회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축하해 주시고 산모들을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 EBII 인스트루먼트 발행이 이번주간 잘 이루어 지도록 중보기도 바랍니다.
귀국: 지난 금요일 전혜순 집사님이 태국에서, 현호남 권사님이 한국에서 귀국.

오는 26일 조수연 자매가, 29일은 양옥경 사모님이 귀국하십니다.

14. 신학교를 할 수 있는 건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주까지 전도열매 ◈◈◈◈◈◈◈◈◈◈

순위 이름 열매 순위 이름 열매

6. 6월 6일 주일은 야외예배입니다. 장소와 시간은 다음 주일에 공지하겠습니다.

7. 쓰레기 분리 수거를 위해서 통을 준비했습니다. 모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이번 주 화요일(25일) 기센 교회 노방전도에 동참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참여하지 않았던 분들 모두가 한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3 30분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모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15. 금년 독일에서 선교훼스티발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오현 집사 17 5 최요한 형제 1

2 김소례 권사 4 5 김선자 권사 1

2 강건우 형제 4

4 김혜남 권사 2

오후 3:30분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도 모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9. 5월 31일부터는 EGL 51기가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에서 열립니다.
가실 분들은 차편 조정을 위해서 오늘까지 남상복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이번 주 토요일(29일) 파리 은혜교회 송준호 전도사님의 결혼식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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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형진 형제 1

5 이덕자 권사 1

5 강대우 형제 1

있습니다.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오후 1:30 장소: Paris 은혜교회 95 Rue de l'ouest 75014 Paris

11. 금년에도 전도에 열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전도지를 주변에 비치해 주실 분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