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신앙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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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편 Psalm 67:7 -

◈ 무명의 기도(Anonymous Prayer)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름없는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우리 영혼도 살리는 축복

(Double Blessing)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문 제출: pastor@gracehanin.org 

1. Daylight Saving Time 해제 
11/1(다음 주일)부터 DST가 해제됩니다.     
토요일 오후 11시를 10시로 1시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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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생제자 온라인 양육과정 안내  
접수 결과 181명이 신청하셨습니다. 귀한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11월 첫째주부터 Zoom
으로 시작되며, 담당 목회자들과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메일 과 휴대폰을 상시 체
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Zoom설치와 사용에 관한 도움 문의: 양육팀 강성호 집사(604.346.5679)  
**양육교재: 문서를 이메일로 전송. 출력된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 담당 목회자에게 
요청하셔서 교회 1층 행정 사무실에서 픽업 가능. 10/30(금)~11/1(주일) 3일간. 

4. 하반기 목회 일정   
셀리더 헌신 서약: 11/25(수)      
멤버십 환영회(본당): 11/29(주일)       
셀리더 송년모임 및 예산 통과회의(온라인미팅): 12/10(목)    
2020 GMC(Grace Ministry Convention: 사역보고): 12/13(주일) 

십일조($ 27,642.17) 20086 20089 20115 20154 20176 20177 20349 20364 20369 20414 20476 20572 20588 20640 20705 20864 

21031 21149 21364 21658 21659 21762 21763 21782 21981 22002 22025 22129 22153 22180 22257 22287 22319 22468 22476 

22477 22505 22585 22862 22990 23200 23247 23283 23540 23937 24015 24098 24142 24186 24284 24301 24351 24702 24923 

25097 25098 25186 25322 25555 25617 25688 25738 25760 25862 25918 26145 26168 26229 26457 26458 26505 26785 26869 

27065 27070 27253 27500 27700 27724 28041 28192 28269 28339 28376 28439 28575 28662 28753 28760 29089 30157 30261 

30304 30338 30524 30547 30694 30715 30762 30985 31195     

감사($ 8,567.38) 20000 20069 20110 20154 20322 20364 20438 20459 20479 20665 20856 20967 21163 21328 21478 21514 

21799 21977 21982 22025 22046 22468 22476 22505 22946 22947 22948 22949 23002 23322 23539 23540 23571 23653 24301 

24515 24923 24997 25024 25510 25526 25630 25760 25862 26062 26145 26375 26595 26726 26988 26989 27065 27479 27682 

27996 28057 28099 28543 28642 28789 28911 28979 29070 30359 30762 31114 31115 31116 31117 31146   

 선교($ 4,615.10) 20087 20115 20154 20186 20415 20438 20572 21185 21217 21501 21659 21687 21781 21958 22025 22045 

22180 22320 22369 22444 22445 22468 23247 23539 23540 23593 24015 24015 24186 24301 24923 25184 25485 25486 26229 

26230 26375 26499 26505 26785 27360 27996 28099 28439 28484 29293 30025 30025 30168 30303 30762 31042   

구제($30.00) 30168   특별목적 북한($50.00) 21577 26229 26230   특별목적 일반($100.00) 23539   추수감사($1,680.00) 

주일 $9,685.00              

헌금통계 (10월 16일~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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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6일~11월 1일)

 � 1년 일독 안내: 누가복음 8장~요한복음 6장

 � 3년 일독 안내: 디모데후서 2장~빌레몬서 1장
 �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통독'을 클릭하시면 맥체인 일년통독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총계                                                                                        $52,369.65(Grace Life 포함)

  온라인 헌금: $32,9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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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4.317.4469)

다음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안형준 권사 곽승철 권사
문현옥 권사

Pastor Kevin 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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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수 있습니다.  

소천 주영석 권사 모친, 故 김의남 집사(10/19)   
  황은영 권사 부친, 故 조영택 목사(10/19)    
 이현이 집사 모친, 故 홍영자 권사(10/20)    
 권정희 집사 모친, 故 정현숙 성도(10/21)   

1. Grace Kids 주일 예배     
각 어린이 부서에서는 아이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필요한 영상과 자료들을 각 부서 Facebook Group에 올려드립니다.  
•유치부(연령 3~5세): Grace Kids His Dreamers 유치부  
•유년부(1~3학년): Grace Kids His Lights 유년부   
•초등부(4~6학년): Grace Kids His Transformers 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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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는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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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데반/김섬김 선교사 출국 안내     
박스데반/김섬김 선교사님 가정이 밴쿠버에서 일정을 마치고 10/30(금)에  
출국합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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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암송구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 살전 5:18 -

찬송  | 오 신실하신 주 (393장/통447장)  

찬양  | 10,000 Reasons / Matt Re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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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새가족 등록신청"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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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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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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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현 박혜란 양창민
이학준 장유정 전영선 
전주호 전중현

  새벽기도회 (온라인) || 조상현 목사, 강미연 전도사, 한상훈 목사

수요예배 (온라인)    ||    예비셀리더 교육 [7]  |  박신일 목사

금요부흥회 (온라인) || 'Everyone Who Thirsts' 사 55:1~2  | Pastor Kevin Her

SHINE - 주님의 빛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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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매 권사 김대연 집사 김주영 장로
Jay Choi

말 씀 Sermon 

요한계시록 [1]

'고통의 땅을 밟고 하늘을 바라보라'
(Look towards the heavens from the land of suffering)

계 Rev 1장 (신약 p399)

박신일 목사

봉 헌 Offering 하나님의 은혜(클라리넷 연주: 한재석 & 이하준 성도 / 2, 3부)

광 고 Announcement 교회소식(Bridge 포함)

찬 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매년 10월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모여서 가을 가족 행사인 SHINE Festival 에 

참여하여 말씀과 재미있는 액티비티로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SHINE 

Festival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제로 매년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기 때문에 그 

빛을 가족과 또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행사로 진행했습니다.

요한 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 안에 

비추어진 빛이 생명의 빛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른이나 어린이 할 것 없이 빛의 자녀들, 생명의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어두움의 세력이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둘 수 없습니다 (요 1:5). 더 이상 

어두움을 무서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빛의 자녀들의 삶을 단지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사는 것,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이 윤리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까 두려워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를 죄에서 깨끗케 하시고 우리의 죄를 덮으실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각 가정에서 주님의 빛이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남은 가을을 보내면 

어떨까요? 집안의 각 방마다 한가지 액티비티 주제를 정하고 집안을 다니면서 주님에 

대해 나누는 가족만의 SHINE Festival을 마련해보면 어떨까요? 거실은 영화 

스테이션, 부엌은 스낵 스테이션, 작은 방은 말씀 묵상 스테이션, 마당은 게임 

스테이션 장소로 정합니다. 각 가족의 일원 한 명씩 액티비티 리더가 되어서 하고 

싶은 액티비티를 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보세요.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기쁨이 임하시길 기도해 봅니다.

E-Ministry (Equipp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Imparting the Word, Inspiring the Next Gener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