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신앙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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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편 Psalm 67:7 -

1.	 수요예배	안내(온라인	생방송)      
주제: '예수를 바라보자'      
 4/22(수) 히 8~9장, 이종경 전도사  4/29(수) 히 10장, 한상훈 목사  
 5/6(수) 히 11장, 홍두표 전도사  5/13(수) 히 12~13장, 이경섭 목사

2.	  Grace	Kids	온라인	예배	및	주중	프로그램	안내 
- 주일에는 온라인 패밀리 워십으로 가족과 함께 드립니다. 각 어린이 부서에서 아이들이  
   예배 드릴 때 사용하실 수 있는 자료들을 주일 전에 부모님께 전송해드립니다. 
- Midweek Bible Program: 부서별로 연령에 맞는 성경 프로그램을 Facebook Group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Facebook 어카운트를 만드시고, 각 부서 그룹 이름을 찾아서  
   가입신청을 해주세요. 각 부서 그룹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부: Grace Kids His Dreamers 유치부 (문의: 김사랑 전도사 sarang.kim@gracehanin.org) 
   • 유년부: Grace Kids His Little Lights 유년부 (문의: 신성민 전도사 seongmin.shin@gracehanin.org) 
   • 초등부: Grace Kids His Transformers 초등부 (문의: 최연경 전도사 lauren.choi@gracehanin.org)

3.	 GEM	(EM)	학생부:	'Online	금요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문의: 김현진 (Josh) 전도사 (joshua.kim@gracehanin.org)    

* 온라인 상의 보안을 위해서 부모님 사인이 첨부된 학부모 동의서, 모임 아이디, 비밀번호와 학생  

   정보 (학년, 반 이름, 성별과 학생 이름) 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금요모임을 위한 온라인 동의서는  

   자녀의 반 담당 교사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관련	정보      
교회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COVID-19 INFORMATION"을 클릭하시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정부 지원 대책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교우	소식 
방문: T국의 박스데반/김섬김 선교사 밴쿠버 가족 방문      
소천: 박헬렌 권사 부친, 故 김내수 성도 (4/16)     
출산: 김창영/정나리 성도 득녀, Tori (4/11)     
         정윤상/홍혜안 성도 득남, Eden (4/17)

	 	
	
	 	

	
	 	
	 	
	 	

	 	

	 	

	 	

	 	

	 	

	 	
	 	
	 	
	 	
	 	

	 	

	 	
	 	
	 	
	 	

	 	

	 	

	 	
	 	
	 	
	 	
	

	 	
	 	
	 	
	 	

십일조($28,871.33) 20069 20089 20176 20195 20197 20208 20312 20364 20369 20411 20411 20417 20476 20524 20588 
20646 20649 20662 20669 20741 21202 21340 21382 21473 21478 21586 21642 21659 21659 21685 21763 21778 21781 
22025 22026 22154 22256 22288 22461 22476 22478 22479 22585 22642 22671 22680 22986 23247 23247 23283 23348 
23539 23593 23732 23805 24133 24284 24322 24923 24963 25186 25243 25319 25322 25323 25351 25419 25583 25664 
25862 25862 25862 25943 26145 26241 26343 26456 26459 26499 26505 26523 26785 27065 27430 27431 27479 27627 
27700 27724 28091 28269 28427 28538 28602 28662 28753 28756 28789 28797 28819 28919 28919 28924 29274 30025 
30054 30104 30192 30249 30261 30334 30334 30338 30514 30514 30848 30848 30985 

감사($6,440.59) 20089 20107 20110 20150 20312 20322 20411 20411 20665 21162 21202 21450 21586 21750 21764 
21802 21862 21982 22025 22461 22521 22553 22831 22856 22857 23083 23491 23539 23540 24186 24322 24923 24997 
25031 25419 25862 25862 25862 25862 25862 25992 26061 26101 26375 26459 27431 27505 27761 27975 28099 28602 
28688 28756 28920 28971 30036 30054 30079 30151 30157 30359 30571 30720 30784 31045  

 선교($4,375.00) 20055 20069 20197 20208 20312 20477 20646 20662 20673 20741 20835 21260 21343 21382 21473 
21497 21586 21659 21669 21687 21778 21784 21802 22025 22026 22153 22320 22369 22444 22445 22477 22478 22631 
22986 23491 23491 23539 23540 23758 24186 24295 24322 24923 24963 25184 25323 25351 25532 25862 26262 26343 
26499 26523 26785 27724 28091 28128 28181 28287 28395 28427 28517 28756 30303 30421 30848 30848 31023 31045  

구제($1,000.00) 21382 26525 28592 28763    특별목적 일반($100.00) 25318   부활절($19,467.00)

주일  $8,760.00     

헌금통계	(4월	10일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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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통독	안내	(4월	20일~4월	26일)
 � 1년 일독 안내: 역대상 22장~역대하 15장

 � 3년 일독 안내: 마태복음 9~15장
 �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통독'을 클릭하시면 맥체인 일년통독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총계																																																																																						$69,013.92	(Grace	Life	포함)

온라인	헌금:	$47,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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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충성/이온유 선교사 (연락처: 778.697.8233

• 배다윗/김화목 선교사 (연락처: 236.881.4935)

• 임이사야/임그레이스 선교사 (연락처: 778.551.4848)

• 박스데반/김섬김 선교사 (연락처: 778.985.8520)

온라인	예배	및	신앙생활	안내

<온라인 예배 안내>

우리 교회는 BC 주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분간 모든 공식적인 예배와 모임은 온라인 생방송으로만 

진행합니다.          

- 주일예배: 1부(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bilingual service), 3부 (12시, bilingual service) 

-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시       

- 수요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금요부흥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온라인 셀 모임 안내>

교회 홈페이지(www.gracehanin.com)에서 우측 상단의 'Member' 버튼을 클릭하여 교회 

멤버사이트로 가셔서(로그인 필요) "GCC 화상 회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배인돈 권사, 이메일: indon.bae@gracehanin.org).

<온라인 헌금 안내>

1.	이메일	헌금(Interac	e-Transfer)

- 그레이스한인교회 이메일 헌금주소: offerings@gracehanin.org  

- 비밀번호(security information)는 되도록 아래와 같이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Question): church?  대답(Answer): gcc123   

  * 만약 다른 비밀번호(security information)를 설정하셨다면, 교회 이메일(offerings@   

     gracehanin.org)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메모난(memo)에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 헌금 번호, 헌금 종류와 액수를 적어주세요.  

    만약 헌금번호가 없다면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종류를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십일조(Tithe:$10), 감사헌금(Thanks:$20), 주일헌금(Weekly:$30)  

  선교헌금(Mission:$40), 특별목적헌금(Special:$50) 

2.	계좌이체:	TD	Canada	Trust인	경우만	해당

TD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은 TD 은행에 가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Grace	Hanin	

Community	Church)를	개인	수취인	(Personal	Payee)로	설정하시면, TD 온라인 뱅킹 

또는 TD 은행 창구에서 직접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취인으로 등록하실 때 아

래의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계좌이체를 하신 후, 교회 이메일(offerings@gracehanin.

org)로 계좌 이체한 사실과 이름, 헌금번호, 헌금 종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Account Holder):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지점번호(Branch Number): 9400 계좌번호(Account Number): 5473030

* TD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되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https://www.gracehanin.com)의 

"헌금 안내"로 가시면 다양한 온라인 헌금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헌금 안내(OFFLINE 헌금)>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오셔서 헌금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매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때 모아놓은 헌금을 주중에 시간이 되실 때 교회 행정사무실을 방문하시어 헌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표(cheque)를 발행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주소: 9770 King George Blvd, Surrey, BC V3T 2V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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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김삼신 장로 오윤재 권사 정태윤 집사

매일	저녁	9시	"3분	기도"와	"말씀통독"	
매일 저녁 9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3분 기도를 통해 고난이 지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매일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4월	암송구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 롬 4:25  -

찬송  |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147장/통136장)  

찬양  | Lord, I Need You (Passion - Chris Tomlin) 

주일예배

(온라인)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한글과 영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Bilingual service 

한글과 영어로 동시 진행됩니다

Bilingual service

 �새벽기도회 | 월~금 오전 6시 (온라인)

 �수요예배 | 오전 10시 (온라인)

 �금요부흥회 | 오후 8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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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환 영
Greeting

김승환 목사
조상현 목사 

Pastor Kevin Her

경배와 찬양 
Praise

다  같  이

대표기도 
Prayer

이성숙 권사
안희선 권사
Frank Yoo

말 씀  
Sermon 

'하나님 저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God, Who Am I Really?)

 욘 Jon 4:1~11 (구약 p1289)

박신일 목사

봉 헌
Offering

주가 일하시네 (클라리넷 연주, 정성진 학생, 2,3부)

광 고
Announcement

교회소식(교육부, 청년부, GLC 포함)

찬 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새가족 환영 
  
  
  
  
  

셀처치 안내 
  
  
  
  
  
중보기도 안내

전도팀 안내 
 

통권 18권 제16호 20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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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온라인)

담임목사

교  역  자

장년사역

교육사역

박신일

조상현 김승환 김형석 이경섭 한상훈 홍두표

강미연 김충민 Moses Kim (translation)

Kevin Her(허현욱) Joshua Kim(김현진)

김사랑 성필원 신성민 최연경 최하나

Grace Life
(EM)

행정사역

이종경 

여환기 김은총 김희정 
박혜란 이학준 장유정 
전영선 전주호 전중현

  새벽기도회 (온라인) || 이경섭 목사, 이학준 목사, 이종경 전도사 

수요예배 (온라인)    ||    '예수를 바라보자'  히  8~9장  |  이종경 전도사

금요부흥회 (온라인) ||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합 3:1~15   |  박신일 목사

남극의 펭귄들이 영하 40도의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견디는지 흥미로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파가 밀려오기 시작하자 수 천 마리의 펭귄이 질서정연하게 
서로의 몸을 밀착하면서 큰 원을 만들어 갑니다. 서로 협의한 적도 없지만 중앙의 
한 지점을 중심으로 큰 원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극한의 추위를 견디어 냅니다.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을 피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는 지금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청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영적인 
만남을 더욱 자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날 수 없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온라인 화상셀모임
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던 초기 시점부터 교회IT팀에서는 온라인 셀모임을 
희망하시는 셀에 기술적인 지원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상당수의 셀들이 
온라인모임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온라인 상에서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 셀처치에게 큰 힘이 
됩니다. 테크놀로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선한 도구가 됩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물결이 밀려올 때 위기도 기회로 바꿀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어야 합니다.  

-Grace Takeout Day
작은 물방울이 모여서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캐나다에서는 4월15일부터 National 
Takeout Day가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위축된 식당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에서 음식을 테이크 아웃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맞닿을 때 믿음의 온기가 전달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사라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사라회는 우리 교회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의 모임입니다.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연세 높은 분들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마음 담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바이러스는 모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찾고 구하는 그레이스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4-25)

C-Ministry (Connecting through Cell Churches)

셀처치와 돌봄

"하나님을 체험하는 곳, 삶이 변하는 공동체"

(Experiencing God, Sharing Lives)

셀처치 목회서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