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신앙주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Abide in His Joy!"

- 요한복음 John 15:11 -

1.	 사순절		 
•사순절	새벽기도:	나의	안에	거하라(The	Father,	the	Son,	and		the	Spirit)	

3/8(월) 너희는 나의 성전이라 (고후 6:14~ 7:1) 김충민 전도사

3/9(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눅 4:16~30) 홍두표 전도사

3/10(수) 나의 십자가를 지는 삶 (눅 9:18~25) 김승환 목사

3/11(목) 참 목자 예수 그리스도 (슥 11:4~14) 이경섭 목사

3/12(금) 주님을 따라가려거든 (막 8:34~38) 윤지영 목사
            

•"Helping	Hands"	사역	동참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던칸 원주민을 돕는 "Helping Hands"사역에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 
합니다. 이 사역은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있는 던칸 원주민 가정들에게 생필품
($50)을 지원하고 중보기도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 재정 후원: 헌금하실 때 'Helping Hands'와  금액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보기도 참여: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선교부(rmin.gcc@gracehanin.org)로 보내주세요. 
- 문의: 한상훈 목사 (778.985.8520)       	 	 	 	 	 	 	 	
•금요부흥회	 	 	 	 	 	 	
이번 사순절 기간동안 금요부흥회는 담임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2.	 Daylight	Saving	Time(일광	절약시간)	시작	 
3월 14일(다음 주일)부터 DST가 시작됩니다.      

토요일 밤 10시를 11시로 한 시간 변경하시면 됩니다.  

3.	 부활주일(4/4)	세례/입교	안내 
온라인 신청: 3/21(주일)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간증문 마감: 3/24(수)까지 hyeran.park@gracehanin.org로 제출   
이번 세례/입교는 다 함께 모여서 진행하지 않고 주중에 개별로 진행합니다.    
유아세례는 5월 첫 주 어린이주일에 진행합니다. 

4.	 수요예배	안내(온라인) 
 '세상이 묻고 예레미야가 답하다(예레미야 편/조상현 목사)'를 3월10일까지 진행합니다.

5.	 3~4월	중보기도	책자		 
교회 홈페이지 중보기도란을 클릭하시면 3~4월 중보기도 책자를 열어 보실 수 있습니다. 

6.	 셀리더들을	위한	상담	양육	과정(온라인) 
대상: 현직 셀코치 및 셀리더 (30명)      
일시: 3/25 ~ 4/22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신청: 3/7(주일) ~ 3/21(주일)까지 교회 멤버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   
문의: 윤지영 목사(Jiyoung.Yoon@gracehanin.org) 

7.	 카이로스	선교훈련(온라인)			 
일시: 3/11~5/13 매주 목요일 오후 7시30분     
신청: 3/7(오늘)까지, $100 (교재 제공), 교회 홈페이지의 "교회소식 -> 광고안내"에서 신청
문의: 한상훈 목사(778.985.8520/rmin.gcc@gracehanin.org)

십일조($46,446.08) 20059 20060 20069 20115 20175 20178 20208 20224 20252 20260 20300 20302 20364 20369 20417 20434 
20551 20569 20570 20575 20640 20665 20669 20673 20716 20835 20864 20971 20979 20980 20983 21003 21009 21187 21224 
21411 21452 21478 21501 21644 21667 21683 21742 21750 21751 21781 21782 22026 22102 22129 22257 22283 22284 22319 
22321 22476 22478 22479 22517 22642 22680 22838 22862 22990 23039 23199 23412 23492 23539 23540 23593 23732 23805 
23925 23950 24098 24142 24185 24284 24301 24532 24702 24923 24947 25097 25157 25160 25322 25351 25419 25485 25486 
25528 25528 25529 25529 25560 25561 25592 25610 25611 25862 25992 26145 26343 26373 26374 26458 26459 26525 26668 
26669 26726 26757 27024 27253 27419 27431 27500 27505 27627 27645 27779 27843 28076 28091 28103 28269 28288 28305 
28439 28484 28500 28538 28600 28601 28602 28760 28789 28797 30025 30042 30059 30079 30104 30192 30233 30306 30410 
30487 30547 30574 30601 30710 30719 30720 30762 30866 30985 31003 31055 31071 31181 31195 31295        

감사($7,063.00) 20107 20110 20369 20459 20571 20791 21161 21297 21743 21746 21772 21773 22046 22476 23039 23062 
23067 23202 23539 23540 23571 23937 23950 24301 24515 24923 24997 25419 25526 25529 25560 25630 26061 26062 26346 
26430 26459 26726 26811 27431 27491 27682 27700 28057 28099 28575 28592 28668 28753 28971 28979 29070 30042 30042 
30042 30042 30042 30042 30042 30079 30359 30547 30710 30762 31071 31128 31152     

 선교($6,966.00) 20041 20089 20116 20177 20186 20260 20399 20434 20477 20481 20551 20575 20587 20665 20666 20705 
20835 20971 20980 21009 21185 21230 21411 21687 21742 21764 22026 22045 22102 22154 22256 22320 22369 22517 22631 
22838 23002 23539 23540 23872 24140 24141 24263 24301 24923 24947 25158 25160 25419 26072 26343 26373 26374 26375 
26499 26525 26726 27065 27067 27253 27431 27645 27691 27692 27694 27695 28091 28103 28531 28546 30042 30042 30042 
30042 30042 30059 30168 30291 30503 30547 30700 30710 30762 30781 31071 31128 31218

건축(286.00) 30710  구제(710.00) 22838 28099 28546 28763 30042 30042 30042 30042 30042 30168      
특별목적 북한($300.00) 21577 27419   특별목적 일반($1,782.00) 21781 30042 30042 30042 30042 30042 30781 20252 20364    
Helping Hands($6,184.00) 20108 20224 20239 20551 20791 20865 21003 21137 21343 21642 21893 21918 21977 22257 22642 
22673 22838 22986 23067 23199 23213 23539 24284 24702 25158 25160 26241 26343 26525 26668 26669 26670 26671 26775 
27500 27554 28057 28080 28103 28427 28518 28571 28592 28593 28594 28760 30442 30547 30781 30866 31023    
성탄감사($30.00)

주일 $8,080.00                          

헌금통계	(2월	26일~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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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8일~3월	14일)
 � 1년 일독 안내: 사사기 8장~사무엘상 5장

 � 3년 일독 안내: 출애굽기 23~30장

 �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통독'을 클릭하시면 맥체인 일년통독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총계																																																																																								$77,847.08(Grace	Life	포함)

		온라인	헌금:	$57,1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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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이정숙 권사 신혜원 권사 Pastor Phil Sung

새가족	등록
	 	
	 	
	 	
	 	

교우소식	
	 	
	 	

	 	

교육부

		 	

	 	

	 	

	 	
	 	
	 	

	

지역	사회	소식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새가족 등록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2월 등록 가정> 강상범/서경숙(Burnaby), 김신혜(Surrey), 심준영(Surrey) 

              장태숙/성정임(Langley) 

개업 최수영/김미경 권사(편의점, Bill's Confectionary, 604.440.6978) 
 서정훈 권사/최순원 집사 (ABC Store, Downtown)  
출산 박찬희/박지은 집사 득녀, 리아 (2/27)    
   김종민/이은주 성도 득녀, Paige 이나 (3/1)  

1.	 Grace	Kids	주일	예배	 	 	 	 	
각 어린이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영상과 자료들을 각 부서 Facebook Group에 올려드립니다.  

2.	 Grace	Youth	주일	예배			 	 	 	 	
일시 및 장소: 매주 주일, 오후 2시~3시 30분   
생방송 링크: em.gracehanin.com 사이트에서 "Live" 버튼을 click

3.	 ABLE	주일	예배	 	 	 		 	 	
일시 및 장소: 매주 주일, 오후 4시~5시 30분   
생방송 링크: em.gracehanin.com 사이트에서 "Live" 버튼을 click 

만	80	세	이상	고령자		대상	COVID-19	예방	접종	안내		 
COVID-19 백신 접종이 만8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3월 15일 월요일에 
시작됩니다.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3월 8일부터 연령대별로 예약해주시기 바랍
니다.        
•3월 8일부터 예약 가능: 만 90세이상    
•3월 15일 부터 예약 가능: 만 85세이상      
•3월 22일 부터 예약 가능: 만 80세이상     
* 단, 선샤인 코스트, 파월 리버, 휘슬러, 스콰미시 및 펨버턴에 거주하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는 3월 8일부터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프레이저헬스 지역 거주자(아보츠포드, 버나비, 칠리왁, 코퀴틀람, 델타,  랭리,  
   메이플 리지, 미션, 뉴웨스트민스터, 피트 메도우스, 포트 코퀴틀람, 포트 무디,   
   써리, 화이트 록 등 ): 1.855.755.2455 또는 웹사이트 (Fraserhealth.ca/ 
   vaccinebooking)      
- 밴쿠버코스탈헬스 지역 거주자(리치먼드, 밴쿠버, 노스 밴쿠버 및 웨스트 밴쿠버,  
   선샤인 코스트, 휘슬러, 스콰미시 등): 1.877.587.5767

헌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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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좌이체:	TD	Canada	Trust인	경우만	해당

3.	신용카드를	이용한	헌금	(https://www.gracehanin.	com/credit) 

헌금영수증	안내

 � 헌금 영수증은 교회 홈페이지의 멤버 'Member' 페이지에 로그인 하신 후, 'GRACE NEWS &  

   NOTICE' 아래에 있는 '헌금 내역 확인 및 2020년 헌금 영수증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인의 2020년 헌금 영수증을 직접 다운로드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 교회에서 출력한 헌금 영수증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이름, 헌금 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를 알려주시면 약 일주일 후에 출력해드리겠습니다.

 � 헌금 영수증 출력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전화: 604.587.5230,  이메일: offerings   

 @gracehanin.org 을 통해 전중현 집사에게 연락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월	암송구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 사 53:6 -

찬송  |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49장/통147장)  

찬양  | When I Survey  | Tim Hughes (Isaac Watts)  

주일예배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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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온라인)

 �금요부흥회 | 오후 8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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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기는 사람들

예배 및 집회 안내 

새가족등록 |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새가족 등록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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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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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홈페이지 멤버 싸이트에 접속 후 공지사항 화면에 있는 중보기도 요청 
양식을 작성 후 제출해 주시면 중보기도팀에 전달되어 기도하게 됩니다.
강미연 전도사 (778.917.6156), 이영숙 권사 (604.817.3810)

  

새가족 환영 
  
  
전도팀 안내 
  

  

셀처치 안내 
  
  
  
  
  

중보기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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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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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ce Life
(EM)

행정사역

이종경 

여환기 김세영 김은총 
김희정 박나현 박혜란 
양창민 이학준 장유정  
전주호 전중현

광야에서 만난 엘림
C-MINISTRY: 셀 리더들을 위한 제1차 상담 양육과정  

     코로나로 인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셀원들을 향한 셀 리더의 돌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외로움이 더욱 증가하며, 때론 

그동안 삶의 바쁨으로 돌보지 못했던 신앙적인, 관계적인, 내면의 문제들이 수면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때 온라인으로라도 모여 소통하는 셀모임과 서로를 위한 

돌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이런 중요한 돌봄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셀 리더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상담에 관한 내용을 나누려 합니다. 모든 주제를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자주 언급되며 올라오는 주제들로 상담 양육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나누게 될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 슬픔과 상실, 우울증, 불안과 두려움 & 

분노. 셀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함께 이해하며, 배움과 나눔을 통해 어떻게 

도와줄 수있는지 나누며, 성장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상담 양육 내용 5가지 주제 

1. 경청 Listening

2. 상실로 인한 슬픔 Grief and Grieving 

3. 우울증 Depression

4. 불안과 두려움 Anxiety and Fear 

5. 분노 Anger 

신청 대상: 현직 셀코치 및 현직 셀리더 (1차 참석 인원: 30명)

               * 동일한 내용으로2차 상담 양육은 9월 예정  

신청 기간: 3월 7일부터 3월 21일

                   * 교회 멤버 싸이트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 기간: 5주 (3/25, 4/1, 4/8, 4/15, 4/22)

           * 매주 목요일 저녁 7:30 ~ 9:15   

문의: 윤지영 목사 (Jiyoung.Yoon@gracehanin.org)

C-Ministry (Connecting through Cell Churches)
셀처치와 돌봄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삶이 변하는 공동체"
(Experiencing God, Sharing Lives)

통권 19권 제10호 2021.3.7

주	일	예	배(온라인)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수요예배 (온라인)        ||    '희망이 오는 소리' 렘 52:31~34  |  조상현 목사 

금요부흥회 (온라인)      ||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에 4:12~16  |  박신일 목사

새벽기도회 (온라인)    ||   사순절 새벽기도회 ''나의 안에 거하라"

환 영
Greeting

   한상훈 목사 조상현 목사 Pastor Jane Yoon

경배와 찬양 
Praise

다  같  이

대표기도 
Prayer

양명애 권사 전병규 권사 Jason Kang

말 씀  
Sermon 

Following Jesus [3]

'오늘도 그리스도인답게'
(Louder than Words)

마 Matt 7:7~11 (신약 p10)

박신일 목사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광 고
Announcement

새가족 환영 및 교회 소식

찬 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