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신앙주제

“주 앞에 굳게 서리라!”
"God's people shall stand firm before Him!"

- 시편 Psalm 102:28 -

1.	2022	선교헌금	작정 
파송선교사와 교회 선교사역 지원을 위해 오늘(1/16)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평생의 선교사로서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와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칼럼과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헌금 작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	금요부흥회	안내		 
2022년을 기도로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1/21(금) 무엇을 원하느냐?(느 2:1~3)

박신일 담임목사1/28(금) 함께 Togetherness(느 3:1~3)

2/4(금) 하나님의 손(창 19:12~16)

  
3.	새벽기도회	안내		 

주제: '시편의 기도'                 
기간: 1/3(월)~1/28(금)    

4.	수요양육		 
1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예수삶2(예수님을 바라보는 삶)가 진행됩니다. 총 12개의  
반으로 나눠서 오전과 저녁 그리고 온라인(저녁)으로 7주 동안 함께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있습니다.  

5.	2022년	그레이스	달력	안내		 
2월 13일까지(오전 10시~오후 4시) 1층 행정 사무실 앞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을 고려하여 행정사무실 앞의 테이블에 달력을 비치할 예정이오니, 교회에  
오셔서 각 가정당 1부(사업장이 있으신 분은 추가로 1부)씩 각자가 수령(Self Pick-Up)
해 가시면 됩니다. 벽걸이용 달력은 만 65세 이상의 성도님께만 해당됩니다.

십일조($21,227.48) 20000 20059 20060 20069 20086 20089 20176 20177 20254 20359 20361 20476 20489 20490 20615 20661 
20716 20813 20956 21461 21669 21683 21684 21763 21958 22026 22145 22153 22256 22283 22284 22288 22320 22370 22476 
22477 22680 22860 22860 22861 23124 23199 23201 23209 23349 23401 23492 23805 24140 24141 24142 24315 24539 24702 
25303 25610 25863 26168 26272 26373 26374 26374 26499 26988 27024 27070 27431 27700 27784 28091 28192 28376 28388 
28575 28602 28845 28911 28979 29089 30054 30079 30192 30192 30217 30233 30444 30487 30524 30574 30720 30994 31019 
31030 31111 31112 31158 31355 31396 31445 31471 31500 31540      

감사($3,110.00) 20110 20137 20316 20459 20661 20956 21297 21893 22026 22476 22477 22711 22770 22947 23349 23381 
23539 23540 23726 23937 24202 24702 25425 25526 25862 25862 25862 26726 27065 27431 28099 28265 28602 28668 28668 
28753 30026 30079 30359 30444 30968 31030 31177 31442 31445   

 선교($5,360.00) 20087 20154 20254 20365 20399 20661 20673 20864 20956 20985 21328 21461 21669 21687 21772 21773 
21918 22026 22320 22631 22728 22860 23124 23213 23247 23491 23539 23540 23547 23731 24202 25067 25098 25184 25425 
25533 25863 26373 26374 26374 26374 26499 26837 27325 27326 27360 27791 28054 28242 28265 28339 28388 28575 30168 
30303 30444 30968 31037 31218 31311 31463 31500      

구제($230.00) 23491 24202 28099 28575 30168   특별목적 일반($120.00) 23593 24284 24284      
성탄감사($220.00)   신년감사($1,020.00)   

주일 $7,344.75                      

헌금통계	(1월	7일~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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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7일~1월	23일)
 � 1년 일독 안내: 출애굽기 5~27장

 � 3년 일독 안내: 에스더 7장~욥기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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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총계																																																																																								$38,632.23(Grace	Life	포함)

		온라인	헌금:	$20,967.48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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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과 토요일 헌금은 그 다음주 헌금 집계에 포함됩니다.

방문	중인	선교사	
• 배다윗/김화목 선교사 (연락처: 778.558.6201)

다음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박용익 권사 전병규 권사 석범일 권사

주일	예배	안내

Covid-19 변종 확산으로 인한 BC 주정부의 시행령에 따른 주일예배 및 교회 내 모임 관련해 
아래의 방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 미완료 성도님들께는 당분간 안전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권면 드리며, 특별히 
주일 2부 현장 예배에는 주정부의 제한 인원을 고려하여 백신 접종을 완료하신 성도님들만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1, 3부 예배는 본당 수용 인원(약 650명)의 50%만  
현장 예배에 참석 가능하며, 주일 2부 예배는 백신 카드(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교회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하며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 해외를 방문하신 성도님은 입국 후 10~14일 동안 온라인 예배를 권면 드립니다.

BC	주정부	방역수칙(12/21	발표)에	따른	셀모임	및	사적	모임	안내

• 실내 모임 허용 인원은 모임 주최 가구(household)와 10명 혹은 다른 한 가구로 제한 

• 12세 이상의 모든 실내 모임 참석자는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함

• 적용 기간: 1/18(화)까지 

행사	및	모임	
	 	
	 	
	 	

교육부	

	 	

	 	

	 	

	 	
	 	
	 	
	 	
	 	
	 	
	 	
	 	
	 	
	 	
	 	
	 	

	 	
	

	
	 	
	

선교헌금	작정		1/16(오늘)      
전체심방위원모임(온라인)		1/18(화)     

제직헌신예배		1/30(주일)  

1.	교육부	예배	안내		 	 		 	   
1월 30일(주일)까지 어린이 예배(유치부, 유년부, 초등부)는 온라인으로만, 
CLAY & GEM Youth & ABLE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2.	CLAY	&	GEM	Youth	금요	모임	 	 		 	
CLAY & GEM Youth 금요 모임이 1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     
문의: 신서원 전도사 - CLAY Youth(seowon.shin@gracehanin.org) 
          Bessie 전도사 - GEM Youth(bessie.lee@gracehanin.org)

  



1월	암송구절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 시 102:28 -

찬송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새찬546장/통399장)  

찬양  | I Stand In Awe | Chris Tomlin 

 섬기는 사람들

예배 및 집회 안내 

새가족등록 | 주일 안내데스크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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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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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선교헌금 작정

'평생의 선교사(Life as Mission)'로서 파송 선교사님과 함께 기도와 정성으로 

선교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그레이스 가족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COVID-19의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 선교사님들은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 힘을 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2022년에도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행하는 복음의 여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한 해 

동안 기도와 정성으로 선교사님들과 교회 선교사역을 후원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헌금 안내

•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연초에 일  

 년 동안 드릴 선교헌금을 믿음으로 작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주 또는 매월  

 드리는 것입니다. 

• 선교헌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교회의 정해진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전액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교회 선교사역을  

 위해 사용됩니다. 

• 선교사 지정헌금과 특별목적헌금은 연초에 작정하는 선교헌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선교사 지정헌금은 지정된 선교사의 선교사역과 안식년 및 개별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으로 사용되고, 특별목적헌금은 특별한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예: 안탈리야 ME 프로젝트, 아프가니스탄 난민지원)

• 선교헌금은 어떻게 드리나요?

 헌금봉투 선교헌금란에 금액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E-Transfer로 할 경우 비고  

 (message)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Missions $20.00) 

온라인 선교헌금 작정하는 방법과 기간

- 교회 홈페이지 상단 '선교헌금작정' 아이콘 클릭 -> '온라인 선교헌금 작정서' 클릭

- 기간: 1/16~1/30(주일)

R-Ministry (Reconciling the Lost)
선교와 전도 사역

"선교 가는 길, 주님 오시는 길"
(Reaching the Lost, Preparing the Way of the Lord)

통권	20권	제3호 2022.1.16

주	일	예	배(현장	및	온라인)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환 영
Greeting

 이종경 목사 조상현 목사 홍두표 목사

경배와 찬양 
Praise

다  같  이

대표기도
Prayer

정진하 권사 오윤재 권사 문은선 권사

성가대
Choir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1부), 복있는 사람들(2부)

말 씀  
Sermon 

시가서 [3]

'세상에서 만난 하나님'
(God, whom I met in the world)

전 Eccl 7:10~14 (구약 p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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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양육                      ||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금요부흥회                   || '무엇을 원하느냐?' 느 2:1~3    |  박신일 목사

새벽기도회                   || 조상현 목사, 홍두표 목사, 김승환 목사, 이경섭 목사, 김형석 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2부	예배	시	동시통역/	
translation	service	at	
the	10	o'clock	Service)

3부	오후	12시

4부	오후	2시

영아/유치/유년	
초등/Youth(EM)

영아/유치/유년											
초등/Youth(KM)

Able(청년1부)

 �새벽기도회	|	월~금	오전	6시	/	그레이스채플

 �수요양육	|	오전	10시	/	교회
																							오후	7시	30분	/	교회,	온라인

 �금요부흥회	|	오후	8시	/	그레이스채플

 � Grace	Life	Church	|	주일	오후	12시	/	호산나홀
							*GLC	is	our	English	Ministry	Community

담임목사

부		목		사

장년사역

교육사역

박신일

조상현 김승환 김형석 윤지영 이경섭 
이종경 한상훈 홍두표(청장년)

강미연 김인혜 김충민

최연경 성필원 신서원 신성민 
Bessie Lee(이혜복) 최하나 한솔

Grace	Life
(EM)

행정사역

Kevin Her(허현욱)  

여환기 권경민 김세영 
김종덕 김희정 박나현 
박혜란 양창민 이지은 
이학준 전주호 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