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쾰른한빛교회 각 부서(기관)별 기도 제목

예배부

▪ COVID-19 이후, 정상화된 공적 예배가 이후에도 차질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 2023년 한 해에도 모든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주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 올 한 해 동안 계획되어 있는 예배 및 사역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원활하게 

진행되어 지도록

찬양부

▪ 임마누엘 찬양팀의 사역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루어지며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팀장의 부재중(6주간)에도 사역이 오히려 은혜 충만한
가운데 부팀장을 중심으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 샬롬 가브리엘 찬양팀의 팀원 구성과 사역 장소를 위하여, 맡겨진 귀한 사역을 
신실하게 섬기며 은혜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 2월에 있을 찬양부 헌신예배와 4월에 있을 부활절 음악회 그리고 수련회와
세미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탄히 이루어지길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부

▪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은 2세들이 본인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이 사역에 관심과 
헌신이 생기며 한빛교회를 다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세요.)

▪ 마리아회 모세회 안에서 끊이지 않은 전도의 열정
▪ 한인사회에서 알려져 쾰른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좋은 영향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HCI

▪ 작년에 기도제목을 공유했던 부분들을 응답하셔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영성세미나 때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 더 주님의 일을 위해 힘쓰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 첫 분기 때 난민가정 심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리며

주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교육부

▪ 2023년 새로 교사로 임명되신 선생님들께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부어주시기를

▪ 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한 아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며 전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 교육부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되길

새가족부
▪ 귀한사역을 새가족부가 잘 감당 할 수 있기를
▪ 3월에 있을 새가족 환영회를 위해
▪ 새로운 부원이 채워지길

청년부

▪ 한빛의 청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소서
▪ 삶의 여러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 한빛 청년 공동체가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의 신앙을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 한빛청년지원금 사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 

청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소서

순관리부

▪ 매월 첫째 주 주일 순모임 주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기관들의 이해와 
배려 감사드립니다. 순모임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 새롭게 순장사역을 시작하는 순장 뿐 아니라 모든 순장을 위해
▪ 순장 전반기세미나(2.18)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온라인의 기술적인 문제가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외 선교사님 동향 및
중보 기도 제목

▪ 김익진 선교사님 : 남아공 비자 발급이 늦어져 3개월 여행비자로 남아공에 가셨다가 현재 다시 아헨으로 와서 비자발급 기다리고 계십니다.
건강(이명치료)를 위해, 신학교 학생들이 채워지도록 중보

▪ 나승필 선교사님 : 정치적 혼란으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이란의 상황이 종결되고 난민교회에 있는 이란 교우들의 슬픔을 위로해주시길

▪ 전희승 선교사님 : 호산나 학교와 산지부족 마을 선교 그리고 북부지역 선교의 확장을 위해 중보

▪ 이재영 선교사님 : 불가리아 감리교단의 회복, 기독교 선교센터 건립과 기도부흥 운동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