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신앙주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Abide in His Joy!"

- 요한복음 John 15:11 -

1.	 금요부흥회	'Praise	&	Prayer	Night'	안내(온라인)     
주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I will boast only in the Lord)"   
일시:  7/30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6/18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시편 63편)     
 6/25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시편 130편)     
 7/2 '내가 간구하는 날에'(시편 138편)     
 7/9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시편 144편)     
 7/16 '하나님을 경외하라'(시편 103편)     
 7/23 '저가 놋문을 깨뜨리시며'(시편 107편)     
 7/30 '그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시편 148편)     
* 금요부흥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회복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안내      
주제: "Remember who God is" (느 4:14)     
기간: 6/7(월)~7/30(금) 8주간      
내용: 구약성경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호세아서 말씀 묵상    
6/14~6/18(스 6~10장): 이경섭 목사, 김형석 목사, 한상훈 목사, 윤지영 목사, 이종경 전도사

3.	 수요예배	안내(온라인)       
주제: "하나님 나라"       
일시: 6/8(수)~8/25(수) 12주간, 오전 10시 & 오후 7시 30분    

4.	 Bridge	Online	Job	Fair		       
일시 및 장소: 6/20(주일) 오후 4시 30분, ZOOM     
BC내 구직활동에 필요한 정보, 전반적인 과정 및 팁, 그리고 WorkBC 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5.	 2021-22	신학년도	등록과	홈페이지	오픈	안내     
그레이스한글문화학교의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2021-22 신학년도  
재학생 및 신입생 등록에 대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간: 6/13(주일)~6/20(주일)      
등록방법: 그레이스한글문화학교 홈페이지(graceklcs.ca)에서 온라인 등록 원서 제출 
문의: 고영숙 권사(778.887.5072), 조수현 집사(778.847.3307)     

십일조($49,976.78) 20055 20056 20069 20076 20089 20131 20150 20178 20179 20179 20197 20208 20250 20254 20296 20364 
20417 20456 20459 20492 20501 20615 20621 20690 20716 20741 20864 20944 20971 21000 21003 21086 21149 21263 21340 
21353 21364 21384 21461 21461 21497 21586 21642 21742 21781 21782 21978 22025 22026 22064 22074 22102 22129 22153 
22154 22165 22166 22182 22237 22257 22264 22319 22476 22478 22642 22862 22986 22990 23039 23124 23199 23200 23201 
23213 23349 23425 23492 23494 23539 23540 23593 23715 23731 23732 23772 23773 23805 23872 24098 24133 24142 24284 
24702 24923 24963 24997 25136 25136 25184 25186 25323 25419 25528 25528 25610 25760 25798 25862 26061 26062 26065 
26066 26068 26145 26161 26162 26456 26457 26458 26499 26525 26936 26988 27065 27360 27419 27430 27431 27500 27645 
27700 27778 27843 27991 28123 28136 28242 28288 28342 28376 28427 28439 28531 28543 28575 28600 28601 28756 28912 
28919 28920 30059 30105 30151 30192 30233 30334 30338 30383 30442 30524 30547 30582 30719 30720 30762 30779 30855 
31071 31181 31264 31267 31305             

감사($15,439.00) 20096 20107 20131 20150 20303 20459 20615 20615 20649 20936 21086 21297 21514 21586 21977 22188 
22402 22477 22947 23002 23067 23083 23347 23348 23349 23539 23677 23678 23715 23772 24202 24532 24928 25024 25091 
25094 25456 25461 25688 25688 25688 25697 25862 25862 26066 26068 26161 26162 26197 26375 26811 26936 27277 27326 
27431 27646 27646 27646 27646 27646 27646 27646 27646 27646 27646 27646 27646 27682 27700 27975 28103 28242 28333 
28439 28484 28756 28789 28971 28979 29074 29293 30004 30328 30359 30383 30514 30762 31071 31123 31177          

 선교($7,120.00) 20041 20055 20096 20131 20150 20197 20208 20254 20304 20399 20459 20476 20621 20673 20690 20741 
20944 20971 20979 21000 21086 21148 21149 21185 21260 21384 21461 21461 21497 21586 21644 21687 21742 21772 21773 
21958 21978 22025 22026 22045 22074 22129 22165 22237 22264 22369 22477 22631 22642 22673 22831 22856 22857 22986 
22990 23124 23213 23347 23401 23491 23539 23540 23547 23715 23772 23773 23872 24202 24284 24923 24963 24997 25323 
25419 25873 25873 26061 26062 26065 26066 26145 26161 26162 26456 26457 26458 26499 26525 26935 26936 26989 27251 
27252 27645 27791 27996 28103 28123 28242 28339 28427 28439 28518 28543 28575 28756 28912 28942 28942 28961 30008 
30059 30168 30303 30359 30442 30496 30720 30762 30779 30855 31018 31023 31071 31153 31177      

구제($698.78) 24202 26525 28099 28575 28763 30168 31267    특별목적 북한($165.00) 23347 23715 27419      
특별목적 일반($455.00) 21497 24997 25862 27700   부활절($100.00)    창립기념($15,940.00) 

주일 $7,762.66                                  

헌금통계	(6월	4일~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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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4일~6월	20일)
 � 1년 일독 안내: 시편 63~85편

 � 3년 일독 안내: 신명기 32장~여호수아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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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총계																																																																																								$97,657.22(Grace	Life	포함)

		온라인	헌금:	$60,29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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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인정 권사 김혜선 권사 Esther Lim

새가족	등록

	 	

교우소식

	교육부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새가족 등록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역복귀 강미연 전도사(6/12)  

1.	 2021	유치부	&	유년부	Treasured	Virtual	VBS	안내	 	
날짜: 7/1(목)~7/3(토)     
재료 픽업: 6/26(토)~27(주일) 오후 2~5시, 교회 주차장   
사전에 신청하신 날에 맞추어 픽업 부탁드립니다.   
* 선교사 자녀 후원을 위한 VBS 찬양 CD & Digital Card를 $15(현금)에 구입   

하실 수 있습니다. 현금 $15을 사전에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2021	초등부	여름캠프	Bonfire	안내			 	 	 	
날짜: 7/10(토) & 7/11(주일)     
재료 픽업: 6/26(토)~27(주일) 오후 2-5시, 교회 주차장   
픽업 관련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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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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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Grace	Youth	&	ABLE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	변경	안내			 	
7월 4일 주일 부터 Youth 와 ABLE 주일 온라인 예배 시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 됩니다.      
Grace Youth - 주일 오후 12시, ABLE - 주일 오후 2시   
생방송 링크: em.gracehanin.com에서 "Live"버튼을 click  
문의: Grace Youth - 김현진 (Josh) 전도사 (joshua.kim@gracehanin.org)  
          ABLE - 성필원 (Phil) 전도사 (phil.sung@gracehanin.org)  

◈	주일	예배	/	금요	부흥회	신청	

BC주 정부의 시행령(5월 27일자)에 따라 제한적으로 주일 예배 및 금요 부흥회 현장 예배  

신청(선착순)을 받습니다. 백신 접종자 중 65세 이상의 성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일 예배: 각 예배 30명  / 신청 마감: 해당 주중 목요일 오후 10시까지 

• 금요 부흥회: 20명  / 신청 마감: 해당 주중 수요일 오후 10시까지 

• 신청 방법: 교회 홈페이지 배너 및 상단 아이콘 이용

문의: 이경섭 목사(kyoungseop.lee@gracehanin.org)

         김충민 전도사(choongmin.kim@gracehanin.org)

무명의	기도(Anonymous	Prayer)

어려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에 은혜와 용기를 전달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문은 후일에 믿음의 유산이   

되도록 소중히 간직될 것이며, 아름다운 신앙의 발자취를 위해 귀히 쓰일 것입니다.   

기도문은 pray@gracehanin.org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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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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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환 목사 (604.353.7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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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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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정 박나현 
박혜란 양창민 이지은
이학준 장유정 전주호 

하나님의 깜짝 선물: 선교적 삶

통권 19권 제24호 2021.6.13

주	일	예	배(온라인)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준수, 이수정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불어권 선교센터가 

위치한 프랑스에서 살며, 약 한 달 전 2번째 결혼기념일을 맞은 아직은 풋풋한 

부부입니다. 이수정 자매는 시애틀 건축설계 회사에서 2년간 일하던 중 <Gap Year 

선교 훈련>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를 나와, 2016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훈련을 받고 팀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시 

만났고, 불어권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가운데 세네갈 교회의 

영적·경제적 자립을 비전으로 받았고, 자립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양계를 

배우기 위해 2018년 10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저(나준수)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하였고, 대학에서는 건축을, 대학원에서는 

조경을 전공한 후, 설계사무소에서 일했습니다. 건축가로서의 성공이 우상이 되어 

쉼 없이 일하며 회의감 속에 살고 있을 때, 제가 찾은 주님은 저를 세상으로부터 

떼어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거쳐, 결국엔 양계 훈련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수정 자매를 만나 결혼까지 이어졌고, 지금은 

선교의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웨이브 팀은 프랑스의 다음 세대와 아프리카 난민 전도, 300 용사 불어권 중보기도 

운동, 세네갈 다음 세대 양육 등을 주 사역으로 해오고 있으며, 불어권 국가의 

그리스도인들과 관계를 통해 사역이 넓혀져 가는 가운데 각자의 재능을 활용하며 

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네갈 교회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농업·양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저희 부부는 양계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양계장 건축 및 

양계 사업을 돕기를 원합니다. 또한 건축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역지의 

건축적인 부분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 밖에 영상 사역에서 디자인 및 편집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서의 선교 뿐 아니라 영원을 함께 보낼 그레이스교회와 만난 

것이 큰 기쁨이며, 앞으로 함께 동역하며 두터운 신뢰의 관계를 쌓아 가길 

소망합니다. 

1. 불어권 영혼들과 언어의 장벽 없이 함께 예배드리고 깊은 교제 할 수 있도록,  

    불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세네갈의 제자들이 선교하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3. 웨이브 선교팀이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되어 프랑스 및 서북부 아프리카에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낳는 팀으로 굳게 세워지길 기도해주세요. 

나준수, 이수정 선교사 드림

환 영
Greeting

   김승환 목사 조상현 목사 홍두표 전도사 
Pastor JK Lee

경배와 찬양 
Praise

다  같  이

대표기도
 Prayer

오정아 권사 이영식 집사 Brian Kim

말 씀 Sermon 

     1부:   '늘 하시던 대로' 눅 Luke 4:16~21 (신약 p94), 김충민 전도사

     2부:   '시간의 거룩함' 레 Lev 23:1~3 (구약 p181), 김형석 목사

     3부:   '공동체의 소중함(The Precious Gift of Community)' 

            행 Acts 1:12~14 (신약 p187), 윤지영 목사

봉 헌
Offering

다  같  이

광 고
Announcement

교회 소식

찬 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6월	암송구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 골 1:18 -

찬송  | 시온성과 같은 교회(새찬210, 통245)  

찬양  | Cornerstone (Hillsong Worship)

수요예배 (온라인)     ||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 8:12  |  홍두표 전도사 

금요부흥회 (온라인)  || Praise & Prayer[2]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  박신일 목사

새벽기도회 (온라인) ||   회복의 40일 특별새벽기도회 "Remember who God 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