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06-12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We welcome all of you 

 

⚫ 알리는말씀 (Notice) 

- 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교회 페이지를 통해 교회 일정을 잘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도제목나누기 (Our Shared Prayer Topics) 

- 스칸디나비아교구(덴마크 까위목사님과 노르웨이 교회)를 위해 같이 기도하고, 부어사아리 

루터란 교회와 사역자들을 위하여 

- 성도님들 서로와 유아, 초등, 중고등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을 위하여. 

- 핀란드 한인사회와 지역사회, 어려움 겪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 교회내에 많은 거룩한 소모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 불가리아 짚시들과 어린이 사역을 하시는 자하목사님,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국인 목사님, 

홍소정 선교사님 가정 (자녀 하온, 예나) 그리고 김진, 정옥주 선교사님과 이스라엘 농아 

선교하시는 임금희 선교사님, 그리고 이지용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태국에서 사역하시는 김국인 목사님, 홍소정 선교사님 가정 기도 제목 

◼ 프라미스 학교의 “채플 예배”와 “예배 찬양팀: 양육”이 다시 시작될 수 있기를 

◼ 프라미스 교회와 선교 교회 모두 주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서 갈 수 있기를  

◼ 새롭게 시작한 “온라인 예배 찬양 사역 (유튜브 채널: 소망의향기)”을 통해 무너져 있던 

기도와 예배의 제단들이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 코로나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치앙마이에서 가족들과 프라미스 교회, 그리고 선교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게 잘 이겨낼 수 있기를. 

- 에노쉬 목사님의 기도 제목 

◼ 이란 각 지역에 숨어있는 가정교회의 영적 부흥과 안전을 위해 

◼ 이란에 복음을 전파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 주님의 평안 가운데서 영적, 육적으로 강건하게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 예배시간안내 (Service Time) 

- 매주 주일 낮 11 시 라스띨라 예배당에서 온/오프라인 동시에 진행됩니다. 

Zoom 아이디: 876 7526 6304 (비밀번호: 1111) 

 

⚫ 기도 모임 안내 (Pray Meetings) 

-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 30 분 헬싱키, 반타, 에스포 지역에서 진행됩니다. 누구나 환영합니다. 

- 온라인 기도회는 Zoom 아이디: 859 5138 0619 (비밀번호: 1111) 입니다. 

 

⚫ 헌금은, 입구에 위치한 헌금함에 들어오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은 교회 계좌에 직접 온라인 송금하시면 됩니다) 

⚫ 성찬식은 매월 첫번째 주에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잠정 중단합니다) 

⚫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Finland Korean Church 
Suomen korealainen seurakunta 

 
 
 

2 Corinthians 5:19 

 
God was reconciling the world to himself in Christ, not counting people’s sins against them. 

And he has committed to us the message of reconci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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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6 월 12 일 주일예배 (12th June 2022 Sunday Service)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갈라디아서 1 장 1 – 10 절 (Galatians 1:1 – 10)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1:2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1: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4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1:5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6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1:7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1: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9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10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 다함께 찬양과 기도 (Praise and Prayer Together) 

⚫ 묵도 (Prayer in Silence)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찌니라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spirit and in truth. 
 

⚫ 기도 (Prayer)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참회와 감사의 침묵기도 (Prayer of Repentance and Thanks in Silence) 

 찬송 (Hymn) 

546 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 

 

 주기도문  (Lord’s Prayer) 

 교독문 (Christianity) 

4. 시편 5 편 

 

⚫ 자녀와 이웃, 성도들을 위한 기도 (Prayer for our children, neighbors, and people) 

⚫ 어린이축복찬양 (Blessing Song for Children)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갈라디아서 1 장 1 – 10 절 

(Galatians 1:1 – 10) 
 

⚫ 대표기도 (Representative Prayer) 

임선아 집사님 

 

⚫ 말씀 (Sermon) 

김일수 목사님 

 

⚫ 알리는 말씀 (Notice) 

⚫ 축도 (Benediction) 

  

⚫ 교제 (Fellowship) 

  

 표는 일어서기 (Standing m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