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주소 :
Rehstr.23c 
65933 Frankfurt
☎ 069-3899 7004  
Fax 069-3899 7008
목사관: 069-3898 5681

담임목사:        양창모 목사

시무장로:        공석배
남상복
송민호
안동수

명예장로:        서상열

안수집사:        강요셉
이필영

지휘자:             전유미
반주자:             정유민

정기모임 안내

주일대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청년찬양예배

가정교회예배

매주 주일 오후 2시15분

매주 화~토 오전 6시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정기적 모임

대표기도 안내위원 봉헌기도 친교봉사//청소-정돈 강단미화

이번주일 송민호 장로 김소례 권사
김정숙 집사

문미선 집사

드림팀+두드림//

포도원+러브레터
최소영 권사

다음주일 안동수 장로 문숙자 권사
문미선 집사

박진우 집사
포도원+러브레터//온유 안현숙 권사

봉사위원

지난 주 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 헌금 계

€ 816.00 € 575.00 € 177.00 € 100.00 € 1,668.00

성경 암송

금주의 암송 성구: 마 7:24 // Matthäus 7:24

7: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7:24 Ein jeder nun, der diese meine Worte hört und sie tut, ist einem klugen Manne zu 
vergleichen, der sein Haus auf den Felsen ba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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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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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 2010년 유럽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선교훼스티발이 열릴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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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교회 (엡 1:2)

주님의 다시오심을준비하는교회 (계 22:20)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행 13:22)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프랑크푸르트 은혜한인교회

14

사회: 양창모 목사

경배와 찬양
Lob 송한명 집사

묵 도
Stilles Gebet 사 회 자

찬 양
Loblied 다 같 이

성가대찬양
Chor Loblied

송민호 장로대 표 기 도
Eröffnungsgebet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성 경 말 씀
Schriftlesung 사 회 자

설 교
Predigt 양창모 목사

행 1:8

찬 양
Loblied 다 같 이

봉 헌
Widmung 다 같 이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양창모 목사축 복 기 도
Segnungsgebet

사 회 자광 고
Ankündigungen

173장 불길 같은 성신여

은혜성가대

찬 양
Loblied 다 같 이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주 일 예 배 순 서 / Gottesdienst

축 도
Segnung 양창모 목사

성령님은 누구신가(4)

제 910호 2010년 5월30일 / Since 1994

표는 일어서서 / Aufstehen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봉 헌 기 도
Opfer Gebet 김정숙 집사



은 혜 코 이 노 니 아

◈◈◈◈◈◈◈◈◈ 금주까지 전도열매 ◈◈◈◈◈◈◈◈◈◈

오늘의 말씀 : 행 1:8  성령님은 누구신가(4)

32

순위 이름 열매 순위 이름 열매

1 이오현 집사 17 5 최요한 형제 1

2 김소례 권사 4 5 김선자 권사 1

2 강건우 형제 4

4 김혜남 권사 2

5 조형진 형제 1

5 이덕자 권사 1

5 강대우 형제 1

새 신 자 환 영

• 지난 주 방문 및 처음 오신 분 : 최윤정 자매/이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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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림

1. 어제 임직식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임직을 받으신 분들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므로 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수고해 주신 모든 사랑의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 이번 주간에는 EGL#51이 오스트리아 인스브룩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팀멤버 9명과 함께 TD에 참석을 했다가 금요일 돌아오십니다.

3. 새벽기도 인도는 화, 수요일: 공석배 장로님 // 목, 금요일: 강요셉 장로님이
수요 성경공부는 안동수 장로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4. 다음주 주일은 야외예배로 드려집니다. 장소는 Ost Park 입니다. 
(Ostparkstraße, 60385 Frankfurt) 시간은 11:00입니다.
장소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10:00에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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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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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오는 7월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으실 분이나 본인이 세례를 받으실 분은
목자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인 동정

중보기도: 내일 이오현 집사님 입국 절차가 잘 이루어 지도록, 신라 리모델링이 내일까지
잘 마쳐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국: 지난 화요일 성호 형제가 서울에서 귀국했고 토요일에는 양옥경 사모님이 미국에서
귀국. 내일 이오현 집사님 인도네시아에서 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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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어린이 예배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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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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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Slide Number 1
	Slide Number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