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퀄른 국제교회(다민족, 한인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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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 

19-20)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www.ifk-koeln.de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있습니다 

 

주소: Salierring 23-25, 50677 Köln 

(전차선: 12/15/16/18번 Babarosaplatz) 

(전차선: 12/15/16번 Eifelstraße) 

 

 

예배장소 Räumlichkeit in der Heilsarmee Kö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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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족들의 구성 

저희 교회(敎會) 가족은 독일에 거주하는 여러민족 출신들로서 독일인과 동유럽인, 한국, 중국, 

터키와 쿠르드, 시리아 민족등으로 구성된 국제 다민족인들  입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구룹 그리고 일절한 민족 만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국제다민족교회/ Internationale Freikirche Köln)의 명칭처럼 모든 국제 다민족은 저희 

교회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고백(信仰告白) 

 저희 교회는 성경(聖經)은 창조주(創造主) 이신 야훼(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영감(靈感)을 통해 계시(啓示)하신  말씀으로써 정확무오(正確無誤 ) 하며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 실 생활에 효력을 발생하는 진리(眞理)임을 믿고, 고백(告白)하며 실천(實薦)합니다. 

 이로써 우리 믿음의 근본(根本)은 성경(聖經)이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구속적(救贖的) 복음(福音 )입니다. 

 복음(福音)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1로서 모든 사람의 죄(罪)와 허물의 값인 저주(詛

咒)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죽음(생명)으로 지불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和睦) 시키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들을 대신( 替 身 )하여 하나님의 공의(公義)의 법에 따라 화목제물( 挽 回 祭 物 )로서 

심판(審判)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약속하신 대로 그를 죽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復活)케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믿고 그리고 회개(悔改)하며 용서(寬恕)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온전한 

용서(寬恕 )를 하셔서 그를 의(義)롭게 하시고 죄와 사망 그리고 흑암(黑暗 )의 세계에서 

구원(救援)하셔서 새로운 생명(生命)을 주시며 자녀(子女)로 삼으십니다.  

 

복음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復活)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인들도 

부활하게 됨을 약속합니다.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멸망 (滅亡/심판)하지 않고 

영생(永生)을 얻게 됩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의 복음을 성령(聖靈)께서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조명(照明)하시고 확신(確信)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와 소유로 인치(引致)시고 하나님의 의(義)와 능력으로 살도록 그들 안에  

내주(內住)하게 하시며 인도 (引導)하십니다. 

   

복음(福音)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과 사람들에게 범죄(犯罪)한 자들로서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분의 구속사건(救贖事件)에 근거하여 구원자(救援者)와 주(主)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의로우신 왕(王)같은 통치자(統治者)로 모시는 결정을 하도록 초청합니다. 아울러 

거절하고 부인하는 자에게 영원한 심판을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들과 함께 그의 교회(敎會)를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초(基礎)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가족들은 

그리스도의 지체(肢體)가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洗禮)를 

                                                 
1그리스도란 히브리어 어원의 메시야로써 그리스어 표기이다. 의미는 인류 구원자의 직무를 위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받음으로 그 분들의 출신과 지식과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그들의 주가 되시고 머리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연합(聯合)을 이루게 됩니다. 

신약성경은 고대 로마시대 때 여러 민족들이 모인 갈라디아 교회와 다른 교회에서 이와 같은 

연합을 이루었음을 역사적으로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 장 26-29 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교회 사역의 주요 목적과 비젼 

각기 다른 종교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의 출신들인 독일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 개인들 그리고 

독일인들에게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여 복되게 살게하는 유일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전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확창되며 

성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가능한 사회적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아울러 젊은 이들과 어린이들이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장래성 있게 성장하도록  돕고 인도합니다. 

 

이러한 목적과 비젼이 이뤄지게 하는 실제적인 삶과 사역으로써:  

*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어 효력을 

갖도록 합니다.  

*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관계 속에서 실제적인 수단과 방법들을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합니다.  

* 선포되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에서 적용실천 함으로써 믿음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 각가지 죄악에서 떠나고 의를 추구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삶을 삽니다.  

 

* 재직들과 사역자들의 성경적 양육과 성장 그리고 견고한 교회사역과 성실한 사회활동을 

위하여 서로 돕고 격려합니다. 

 

* 기쁨과 감사로 축복된 삶을 사는 교회 가족들이 되기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 거룩한 일상생활과 교회질서에 순종하는 자기 훈련과 견제를 위해 힘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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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퀠른과 주변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열려진 선교의 문을 주시도록 기도하며, 동시에 실제적인 

지혜의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교회봉사기관  

 

목회사역부: 설교, 성경과 신학공부, 상담과 치유, 기타 목회사역 

 
주일학교(어린이): 성경적 원리에 기초한 신앙과 인격을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케 

함(준비중) 

 

예배부: 주일 예배를 위한 각 사역자들의 활동으로써 설교자, 사회인도자, 음악부, 음향관리자 

그리고 성찬 준비위원들과 이 분들의 사역 

 

음악찬양부: 예배시나 기타 모임시 찬양인도와 경배 

친교식당부: 친교에  관한 전반 사항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부서로써 필요에 따라 교우 전원이 

해당됨 

 
재정관리부: 교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재정계획과 관리부서(재정 관리부장은 선출지명을 

통해서 선발되고 교회 재직들은 재정관리위원이 됨)   

청소년부: 청소년 사역의 계획과 운영(준비중) 

 

선교전도부: 심방사역, 노방전도 그리고 그와 유사한 모든 선교활동과 문서 선교의 계획과 

운영 

 

재직회(Mitarbeiterkomitee): 교회의 각 기관들과 부서 활동이 원활하게 하도록 1차적으로 

계획하고 교회회의에서  승인된 사항들을 실천하고 지원함 

 

교회회의(Mitgliederversammlung): 본 교회에 소속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서 

재직회(Mitarbeiterkomitee) 가 제안하는 교회 사역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