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tum 31.05.2020                     Gottesdienstbeginn 15:00Uhr  

Programm für den Sonntagsgottesdienst 
성령강림주일예배순서  

Gott ist Geist, und die ihn anbeten, müssen in Geist und Wahrheit anbeten.(Joh.4:24) 
                                                                                         사회 :  문 현 근 목사  
                                                      Gottesdienstleiter :  Pastor Moon, Hyun G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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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나의 설교노트)
Lobe den Herrn Gemeinde Berlin e. V.

❖ 예배기원 Anfangsgemeindelied  ･･･････････････････････････････  다함께 alle

❖ 찬      송 Gemeindelied  ･･･････････ 40장(통일 43) ････････････････  다함께 alle

❖ 성시교독 Psalter Lesung  ･････････ 103. 나라사랑(5) ･･････････････ 다함께 alle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 사도신경 ･････････････････ 다함께 alle   

찬      송 Gemeindelied  ･･･････････ 20장(통일 39) ････････････････ 다함께 alle

기      도 Gebet  ････････････････････････････････････ 배재범 집사 Diakon Bae

성경봉독 Bibellesung  ･･･････････････ 마 6:11 ････････ 인도자 Gottesdienstleiter

찬      양 Darbietung ･･･････････････････････････････････････････ 이경은 Lee

말씀선포 Predigt  ･･････････････････････････････････ 문현근 목사 Pastor Moon
 “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

찬      송 Gemeindelied  ･･･････････ 380장(통일 424)�･････････････  다함께 alle
헌      금 Kollekte  ･････････････････････････････････ 이성진 집사 Diakon Lee

봉헌기도 Gebet für die Kollekte ･････････････････････ 문현근 목사  Pastor Moon

교회소식 Bekanntmachungen ･･････････････････････････ 인도자 Gemeindeleiter
❖ 주기도문(Vater-unser-Lied) ･･････････････････････････････････････ 다함께 alle
❖  축      도 Segnung ･････････････････････････････････ 문현근 목사 Pastor Moon
❖  송      영 Abschiedsgemeindelied ････････････････････････････････  다함께 alle

❖  축      복 Segnung ････････････････････････････････････････････  다함께 alle

������❖ Wir bitten Sie bei diesem Zeichen aufzustehen. 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예배 위원 식사담당 및 정리 안내

5일 12일 19일 26일 이번�주일 다음�주일

기도 김재범 하종상 김요한 김정운 식사준비 코로나로 인하여서 당분간  
식사교제는 없습니다.헌금 배재범 이성진 김재범 전세계 정리구역

베를린 주찬양 교회

교회 소식 Bekanntmachungen 
[오늘 베를린주찬양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 2020년도 교회 목표와 기도제목으로 매일 기도합시다. 6월은 나라사랑의 달입니 
   다. 위정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관심과 위로, 기도를 부탁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시간이 됩시다.  
   예배드리실때 2미터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손소독 등의 위생수칙을 적용해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당분간 식사교제는 없고 간단한 간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 
   되어 있습니다. 

3. 다음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준비해서 드려지는 감사절이 되시고 특별히 드려지 
   는 예물가운데 일부는 교회안에 구제헌금으로 섬기는 일에 쓰입니다. 

4. 입시가 진행중입니다. 혼잡한 중에 진행되는 입시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신을호 박시은 조성은 장영훈 김민경 조정준 강소영 김태현 최석현 남혜령 류재하) 

5. 성경강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유투브, 홈페이지를 통해서 빠짐없이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갑시다. 

6. 교회소독을 위해 성도님들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김재범집사 이성진집사) 

7. 비상용마스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담당: 배재범집사님)  

8. 교회이전이나 교육관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함께 기도하 
   며 찾기를 부탁드리며 모든 과정들이 순조로이 진행되길 기도합시다. 

< 모집 > 
  찬양단 - 악기, 싱어, 찬양인도자(담당: 권기림집사) 
  멀티미디어부 - 음향, 영상, 웹사이트(담당: 김요한집사) 
  성가대, 오케스트라 - 성가대 지휘자, 합창단원, 악기 단원(담당: 김정운집사) 
* 주의 몸된 교회와 예배에 헌신하여 섬길 하나님의 일꾼을 모집.(비전문가 환영) 
< 교우동정 > 
한국방문: 조유정, 김현민, 홍인화, 김예준, 이주협, 박소영, 최경환 박유라 최준오 
               양인혁, 이승엽 신은경 이도하, 채훈선, 김태현, 류재하 
장 례 : 7월 2일(목) 故 Bernd Lilienthal (박인자집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예배시 헌금안내 > 
    가정 예배하시는 성도님은 헌금은 모으셨다가 드리시거나 아래로 온라인이체를 하셔도 됩니다.


    (헌금항목기입: 십일조 Sibiljo, 주일헌금 Juil, 감사헌금 Gamsa, 건축헌금 Geonchuk)  

        Postbank


        IBAN: DE70 1001 0010 0667 3421 23

        예금주: Lobe den Herrn Gemeinde Berlin e.V.

Datum 28.06.2020                           Gottesdienstbeginn 15:00Uhr  

Programm für den Sonntagsgottesdienst 
주일예배순서 

Gott ist Geist, und die ihn anbeten, müssen in Geist und Wahrheit anbeten.(Joh.4:24) 

                                                                                         사회 :  문 현 근 목사  
                                                      Gottesdienstleiter :  Pastor Moon, Hyun Geun  

Lobe den Herrn Gemeinde Berlin e. V.



오늘의 말씀(나의 설교노트)

담임목사 :  문 현 근  Pastor: Moon Hyun Geun              원로목사 :  신 영 호  Pastor: Shin Yeong-Ho
지      휘 :  노 소 정  Dirigent: Noh Sojung                   피아노 :  김 은 형 Klavier: Kim eun hyoung
교      회 :  Heerstr. 367, 13593 Berlin    |   목사관 : Kaiserin-Augusta-Allee 35, 10589 Berlin

전화번호 :  +49-159 0140 7115              |   홈페이지 : www.berlinjuchanyang.com

Lobe den Herrn Gemeinde Berlin e. V.

39-25 2020년�6월�28일

베를린 주찬양 교회 
 Lobe den Herrn Gemeinde Berlin e. V.

‘ 일용할 양식의 기도는 날마다! 우리에게! ’(주기도문강해5) 마태복음 6:11

‘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

1. 지금까지 배운 기도의 순서를 적어봅시다.(하나님과 관계된 기도)

2. 사람과 관계된 기도의 3가지는 우리의 삶에 절대적인 요소들입니다. 적어봅시다.

3. 왜 사람과 관계된 기도를 해야 하고 하라고 하십니까?

4. 다음 용어들을 정리해봅시다.
- 일용할 : 
- 날마다 :

5. 왜 자족할줄 알아야 합니까?(잠언 30:8~9)

6. 그럼 일은 안하고 기도만 하면 먹이십니까?(마 6:26)

7. ‘우리에게’ 라고 합니다. 여기에 들어 있는 의미는?

8. 오늘의 말씀가운데 ‘양식을 위한 기도’에서 나의 생각과 달랐던 점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또한 
다시 기도의 기준을 세워봅시다. 

“ 회복하여 온전하라”  

“ 양육을 통해 성숙한�제자를 세우는 교회 ” 

“ 다음�세대를 준비하고 일으키는 교회 ” 

“ 나눔과�섬김으로 이웃이 되는 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