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신앙주제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Let All the Ends of the Earth Fear Him!"

- 시편 Psalm 67:7 -

1.	 수요예배(온라인)	 
내용: 예비셀리더 교육(온라인)       
일시: 11/18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2.	 전도특강 
온라인 전도특강이 아래와 같이 Zoom으로 진행됩니다.     
전도에 관심있는 성도님들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10/10(토) 오후 7시~8시30분, 10/17(토)  오후 7시~8시30분   
강사: 김모세 전도사      
내용 : • 전도의 준비 - 사영리의 이해      
           • 전도의 도구 - 사영리의 사용       
참석신청 : 박용익 권사 (778.899.9411)/문자나 카톡으로 전달 바랍니다.

3.	 무명의	기도(Anonymous	Prayer)	제출	안내 
이 시기를 믿음으로 걸어가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문을 기다립니다.    
보내실곳: pastor@gracehanin.org

4.	 추수감사주일(10/11)	세례/입교	안내 
온라인 신청: 9/27(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간증문 마감: 9/30(수)까지 hyeran.park@gracehanin.org로 제출   
이번 세례/입교는 다함께 모여서 진행하지 않고 주중에 개별로 진행합니다.    
* 유아세례는 성탄주일(12/20)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5.	 금요부흥회	및	주일	예배	참석	신청(온라인) 
금요부흥회 및 주일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부터 모든 주일예배는 교구/지역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십일조($37,085.11) 20018 20069 20086 20089 20115 20117 20118 20143 20175 20176 20177 20294 20349 20359 20415 20474 
20479 20489 20490 20569 20570 20572 20640 20642 20669 20672 20705 20864 21364 21384 21687 21742 21762 21763 21782 
22129 22153 22180 22257 22319 22413 22468 22476 22477 22642 22700 22838 22860 22861 22862 23283 23348 23520 23540 
23571 23677 23678 23731 23805 23899 24034 24098 24140 24141 24142 24186 24284 24357 24515 25067 25097 25098 25186 
25303 25322 25456 25526 25532 25611 25688 25743 25798 25862 25862 25862 26458 26459 26505 27065 27070 27419 27479 
27505 27554 27700 27724 27943 28136 28376 28426 28575 28623 28753 28770 28911 28919 28920 28961 28967 28979 29089 
29196 30054 30079 30104 30157 30261 30303 30338 30390 30444 30468 30524 30547 30616 30762 30867 31091 31091 31181 
31195  

감사($4,227.00) 20459 20493 20494 20642 20864 21009 21683 21743 22046 22468 22476 22700 23039 23067 23539 23540 
23872 23937 24515 25425 25862 25862 25862 25863 26101 26339 26456 26459 26726 27691 27700 28398 28568 28770 30079 
30157 30338 30359 30762 30867 30916  

 선교($4,370.00) 20087 20115 20212 20304 20415 20572 21185 21217 21501 21669 21685 21742 21743 21764 22154 22180 
22320 22369 22468 22631 22838 22860 23209 23401 23491 23539 23540 24034 24186 24357 24412 25067 25425 25485 25486 
25533 25743 25862 26499 26505 26595 28099 28288 28623 28967 30025 30025 30168 30303 30359 30444 30444 30468 30762 

구제($130.00) 22838 30168    특별목적 북한($140.00) 21577 27419    특별목적 일반($70.00) 21781 23593   

주일 $8,205.00            

헌금통계	(9월	18일~9월	24일)

파송선교사

박스데반/김섬김  주승리/주사랑  김종현/박현숙  
진조이/진허니  황이삭/황쥬디  임이사야/임그레이스 
정갈렙/이산지  노스데반/하찬양  조용완/한인숙
김충성/이온유   김해준/김연환   배다윗/김화목  
김형제/임사랑   김이사야/김평온  오성권/성하임  
이상헌/오승현  강요한/유마리아  최현일/이희숙
김요엘/이모임  김디모데/심마리아

성경통독	안내	(9월	28일~10월	4일)
 � 1년 일독 안내: 오바댜 1장~학개 2장

 � 3년 일독 안내: 에베소서 2장~빌립보서 2장
 �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통독'을 클릭하시면 맥체인 일년통독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총계																																																																																								$54,227.11(Grace	Life	포함)

온라인	헌금:	$35,095.11	포함

주보에 공지되는 헌금은 주일부터 목요일 오후 5시 30분까지 집계된 헌금임을 알려드립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헌금은 그 다음주 헌금 집계에 포함됩니다.

방문	중인	선교사님	
• 진조이/진허니 선교사 (연락처: 778.246.1041)

• 임이사야/임그레이스 선교사 (연락처: 778.551.4848)

• 박스데반/김섬김 선교사 (연락처: 778.985.8520)

다음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임혜영 권사 김민수 권사
이영식 집사

Frank Yoo

우리	가정이	성전되게	하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십시오) 

COVID-19으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매일 저녁 9시 기도 및 말씀통독을 개인의 예배로 안내해드리려 합니다.

어려운 때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을 잘 지키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적합한 시간을 정하여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매일 개인 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말씀통독을 통해서 주님과 만나는 개인의 경건생활, 나만의 예배를 갖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지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은혜를 이 기간 동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작은 기적들이 쌓여가는 가정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성전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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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새가족 등록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소천 정성자 권사 부친, 故  이상선 장로(9/24)   

1.	 Grace	Kids	주일	예배	 	 	 	 	
각 어린이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영상과 자료들을 각 부서 Facebook Group에 올려드립니다. 각 부서 
그룹 이름과 당담 사역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치부(연령 3~5세): Grace Kids His Dreamers 유치부  
    (문의: 김사랑 전도사 sarang.kim@gracehanin.org)  
•유년부(1~3학년): Grace Kids His Lights 유년부   
    (문의: 신성민 전도사 seongmin.shin@gracehanin.org)  
•초등부(4~6학년): Grace Kids His Transformers 초등부   
    (문의: 최연경 전도사 lauren.choi@gracehanin.org)  
    초등부 예배는  별도로 오전 10시, 오후 12시에 Zoom 을 통해서 스몰 그룹으로  

    진행이 되오니, 자녀들이 해당 스몰그룹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2.	 Grace	Youth	주일	예배			 	 	 	 	
일시 및 장소: 매주 주일, 오후 2시~3시 30분   
생방송 링크: em.gracehanin.com 사이트에서 "Live" 버튼을 누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 중고등부 예배는연합 예배로 모든 영어권&한어권 학생들이 함께 드립니다. 

* 소그룹은 Zoom 으로 모이게 됩니다. 로그인 정보에 대해서는 리더에게 문의해 주세요. 

문의: EM Youth - 김현진 (Josh) 전도사 (joshua.kim@gracehanin.org)  
          KM Youth - 성필원 (Phil) 전도사 (phil.sung@gracehanin.org) 

3.	 ABLE	주일	예배	 	 	 		 	 	
일시 및 장소: 매주 주일, 오후 4시~5시 30분   
생방송 링크: em.gracehanin.com 사이트에서 "Live" 버튼을 누르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허현욱 (Kevin) 목사 (kevin.her@gracehanin.org)             
          성필원 (Phil) 전도사 (phil.sung@gracehanin.org)

선교	펀드레이징을	위한	빈병	수집		 
'Return-It Bottle Depot'을 통해 빈병 수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www.return-it.ca에서 위치 찾기 -> Express 단말기에 교회 전화번호 
'604-587-5230' 입력 -> 출력된 스티커를 비닐봉투에 부착 후 직원에게  
전달)       

                               

   헌금	안내

1.	이메일	헌금(Interac	e-Transfer):	offerings@gracehanin.org

2.	계좌이체:	TD	Canada	Trust인	경우만	해당

3.	OFFLINE	헌금 

*교회 홈페이지(https://www.gracehanin.com)의 "헌금 안내"로 가시면 다양한 온라인 헌금       
방식에 대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그레이스한인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온라인 헌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을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받으신 경우, 그레이스 교회를 사칭한 

사기(fraud)이오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사는 동안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Encourage one another day after day (히Heb 3:13)



9월	암송구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 호 6:1 -

찬송  | 예수 나를 오라하네 (324장/통360장)  

찬양  | Living Hope / Phil Wickham

주일예배
(온라인, 

제한된 인원의 현장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한글과 영어로 동시 진행

Bilingual service

교육부 주일예배

 �유치/유년/초등부
    (Facebook Group)

 � Grace Youth
    오후 2시 (온라인)

 � Able(청년1부)
    오후 4시 (온라인)

 �새벽기도회 | 월~금 오전 6시 (온라인)

 �수요예배 | 오후 7시 30분 (온라인)

 �금요부흥회 | 오후 8시
    (온라인, 제한된 인원의 현장예배)

 � Grace Life Church | 주일 오전 10시 (온라인)
    *GLC is our English Ministry Community

 섬기는 사람들

예배 및 집회 안내 

       
새가족등록 |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후 안내석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배후 새가족실에서 첫 만남이 있습니다.

새가족 성경공부 신청은 안내데스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셀처치는 정기적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셀처치의 참여는 심방위원과 목회자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현 목사 (604.362.5334)  오윤재 권사 (604.812.2467)

기도 제목을 기입하여 로비에 비치된 기도함에 넣어주십시오.  
강미연 전도사 (778.917.6156), 이경란 권사 (604.313.9652)

전도팀 참여 문의      
박용익 권사 (778.899.9411) 서진숙 권사 (778.893.4570) 

  

  
새가족 환영 
  
  
  
  
  

셀처치 안내 
  
  
  
  
  
중보기도 안내

전도팀 안내 
 

통권 18권 제39호 2020.9.27

* 우리 교회는 EFCC (Evangelical Free Church of Canada) 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https://www.efccm.ca/wordpress/

주	일	예	배(온라인)

담임목사

부  목  사

장년사역

통       역

교육사역

박신일

조상현 김승환 김형석 윤지영 이경섭 한상훈

강미연 김충민 홍두표(청장년)

Moses Kim

Kevin Her(허현욱) Joshua Kim(김현진)

김사랑 성필원 신성민 최연경 최하나

* 간사(Intern): 신서원, 이혜복, 조은광

Grace Life
(EM)

행정사역

이종경 

여환기 김은총 김희정 
박혜란 이학준 장유정 
전영선 전주호 전중현

  새벽기도회 (온라인) || 이종경 전도사, 김충민 전도사, 윤지영 목사

수요예배 (온라인)    ||    예비셀리더 교육 [3] |  박신일 목사

금요부흥회 (온라인) || '다윗 인생의 3가지 평가' 행 13:22, 왕상 3:6 |  강미연 전도사

그레이스교회에 부임하면서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환 영 Greeting 한상훈 목사 조상현 목사
홍두표 전도사

Pastor Jane Yoon

경배와 찬양 Praise 다  같  이

대표기도 Prayer 정우원 권사 정진하 권사 홍문영 집사
Pastor Jane Yoon

말 씀 Sermon 

그리스도의 복음 [7]

'나를 변화시키는 복음'
(Sanctification 6)

롬 Rom 8:1~11 (신약 p249)

박신일 목사

봉 헌 Offering 예수로 나의 구주삼고(H.I.S Choir)

광 고 Announcement 교회소식(Bridge 포함)

찬 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23일에 새로 부임한 윤지영목사입니다. 밴쿠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토론토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님께서 계신 밴쿠버를 매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레이스교회 예배를 참석해서 그런지,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COVID-19이 어서 
끝나 모든 분들을 만나 뵐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한인 교회를 10년 동안 섬기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과 영성, 
공동체의 소중함과 생명력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치유사역에도 관심이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미국에서 상담학을 공부할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분야에서 일할 기회들도 주셨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뜻하지 않은 인생의 
풍랑을 경험한 사람들과 아픔을 딛고 일어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싸우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은,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신앙의 공동체 
(교회)밖에 없음을 다시금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시 교회로 돌아갈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다름 아닌 그레이스교회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의 짧은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에 놀랍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치유하고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나가는 
사명과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곁에 있는 그레이스교회 동역자들과 함께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Greetings!
After graduating high school, I left Vancouver and went to Toronto. Whenever I visited 
Vancouver to see my parents, I always came to Grace Community Church for worship. 
Grace Community Church has grown to be like my home church. This is one of the 
reasons I have felt so much peace as I worshipped with this community in the past month. 

While I was serving the local immigrant churches in Toronto, God gave me a passion for 
His word. He showed me the importance of spiritual disciplines and the power within a 
faith community. God also ignited a desire in me for further study in the field of 
Counselling. He opened the doors for me to study and work in the United States. The past 
four years in the States have been precious experiences. I met many people from various 
walks of life who had been scarred by pain and suffering. However despite their suffering, 
they were continually striving to come out better and stronger. I was humbled by their 
courage and perseverance. Then, God stirred my heart and invited me to serve within the 
faith community. God led me to Grace Community Church and I am incredibly grateful to 
be here. Looking back at my life's journey thus far, I cannot help but acknowledge that 
God knows me much better than I know myself. I give thanks to God for His meticulous 
and gracious guidance in my life. 

God has given me a passion to minister by teaching and cultivating God's people with His 
word to experience inner healing and empowerment. I look forward to this new journey 
of faith that I am embarking upon alongside the rest of Grace Community Church.Thank 
you!

윤지영 목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