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신앙주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Abide in His Joy!"

- 요한복음 John 15:11 -

1.	 2021	선교작정헌금	 
파송선교사 지원을 위해 오늘(1/17) 온라인으로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평생의 
선교사로서 열방을 마음에 품고 기도와 정성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칼럼과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작정헌금"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2.	 예배	안내		 
2021년 1월 7일 BC주 정부지침에 따라, 2월 5일 까지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진행 
됩니다. 또한, 올해 제직헌신 예배는 별도로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제직들은 온라인 예배에 
적극 참여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교회	미래	준비를	위한	40일	특별새벽기도회(온라인)		 
기간: 12/7(월)~1/29(금) 오전 6시

1/18(월) 그가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창 15:1~11) 이경섭 목사

1/19(화)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전 8:9~17) 김형석 목사

1/20(수) 반드시 돌보시는 하나님 (창 50:22~26)  한상훈 목사

1/21(목) 사랑하면 보이는 것들 (요 12:1~8) 윤지영 목사

1/22(금) 정상화에 대한 꿈 (단 12:1~3) 이종경 전도사

4.	 임시	총회(SGM)	등록 
1월 31일 임시 총회(SGM)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투표 자격이 되시는 그레이스 멤버 교인은 
등록마감(1/28, 오후 5시) 전까지 멤버 사이트 (https://member.gracehanin.org)에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5.	 1월	금요부흥회	안내(온라인) 
주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박신일 담임목사)     
내용: 1/22 -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시 119:164~165)   
 1/29 -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시 48:11~14)

6.	 연합	중보모임	안내(줌미팅) 
새해부터 연합중보 모임이 줌을 통해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진행하게 됩니다.   
일시: 매월 마지막 주(1/27) 수요일 오전 11시30분    
문의: 강미연 전도사 (778.917.6156)

7.	 멤버십환영회	및	기존	성도	멤버십교육(온라인)	 
일시: 2차 - 1/17(주일) 오후 7시      
방식: 줌미팅 (보내드리는 줌미팅 링크를  통해서 접속)    
지금까지 멤버십 환영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교구 심방위원 또는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은주 권사 (778. 862.5012)

8.	 교우소식	 
소천: 이동훈 권사 부친, 故 이영천 성도 (1/14, 한국)     
         최수영 권사 부친,  故 최용한 목사 (1/16, 한국)    
출산: 허윤석/김지연 집사 득녀, 시아 (1/10)    

십일조($24,806.76) ) 20061 20089 20175 20176 20177 20208 20254 20297 20361 20485 20489 20490 20552 20669 20741 20956 
21328 21353 21461 21687 21762 21763 22025 22025 22153 22165 22166 22256 22287 22319 22476 22477 22479 22838 22990 
23199 23200 23201 23209 23247 23322 23412 23492 23715 23772 23773 23805 24140 24141 24142 24185 24188 24284 24315 
24316 25097 25098 25322 25664 25746 25862 26161 26272 26499 26775 26776 26785 26837 26869 26988 27065 27070 27094 
27431 27584 27585 27700 27943 28015 28016 28192 28305 28439 28538 28753 28756 28760 28912 28967 28979 29089 30192 
30233 30338 30444 30468 30601 30823 30884       

감사($4,905.00) 20076 20110 20199 20459 20492 20956 21297 22046 22165 22370 22413 22477 22838 23247 23347 23539 
23540 23715 23937 24295 25031 25158 25456 25664 26062 26726 27431 27700 28099 28546 28756 28912 30025 30025 30061 
30103 30151 30359 30444 30508 31018  

 선교($5,130.00) 20254 20552 20673 20741 20956 20979 21185 21328 21461 22025 22025 22046 22283 22284 22320 22476 
22631 22838 23322 23347 23401 23539 23540 23715 23772 23773 24188 24295 25664 26161 26162 26346 26499 26785 27065 
27067 27360 27584 27585 28099 28192 28319 28484 28756 28912 28967 30168 30444 30468 30474 30574 31023     

구제($40.00) 30168   특별목적 북한($25.00) 23347   특별목적 일반($120.00) 23539 23593       
성탄감사($200.00)   신년감사($1,400.00)  

주일 $6,429.00                         

헌금통계	(1월	8일~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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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1월	24일)
 � 1년 일독 안내: 출애굽기 8~30장

 � 3년 일독 안내: 창세기 17~2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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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총계																																																																																							$	43,055.76(Grace	Life	포함)

		온라인	헌금:	$	33,2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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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익 권사 석범일 권사 Pastor Isaac Shin

◈	그레이스한인교회	임시	총회(Special	General	Meeting)	공지

일자: 2021년 1월 31(주일) 오후 7시30분     
방식: 그레이스한인교회 멤버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임시 총회   

안건: 아래의 공지문(Notice) 참고      
등록기간: 2021년 1월 10일 ~ 1월 28일(오후 5시까지)     
등록대상: 그레이스 멤버 교인이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세례교인 (멤버 사이트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본인 이름을 클릭하여 "My Profile"에 가시면 본인의 투표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방법: 교회 멤버사이트 (https://member.gracehanin.org)에서 "투표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등록      
*그레이스 멤버 교인은 우리 교회에 등록한 교인으로서 그레이스한인교회 멤버십 과정을 수
료하고 멤버십 헌신 동의서에 서명하신 분을 말합니다.     
** 투표 자격, 등록 절차, 참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교회 멤버사이트 (https://member. 
gracehanin.org)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멤버사이트의 "My Profile"에 가시면 개인정보(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수정이 가능하오니, 
개인정보가 다른 경우에는 업데이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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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이체, Offline 헌금 및 다양한 헌금 방식에 관하여는 교회 홈페이지(https://www.
gracehanin.com)의 "헌금 안내"로 가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NOTICE OF SPECIAL GENERAL MEETING OF MEMBERS
OF THE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the “Church”)

The board of directors of the Church (the “Board”) hereby gives notice that a Special General 
Meeting of the Church will be held through a virtual conference on the 31st day of January 2021, 
at the hour of 7:30 p.m.,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to consider ordinary resolutions to authorize the Board to initiate a process to sell the Church’s 

fee simple interest in the lands and premises situated at 9770 King George Boulevard, Surrey 
BC and to pursue the acquisition of a new property suitable as the site for the Church’s 
continued operation; 

2. to conduct any other business that may properly be conducted by the members.

[한글	번역본:	한글	번역본은	참고용이며	영어	공지문이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한인교회(이하	"교회")	교인	임시	총회	공지문

교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는 본 공지문으로 교회 임시 총회가 아래의 목적을 위하여 2021년 1

월 31일 오후 7:30분에온라인으로 개최됨을 공지합니다.

1. 9770 King George Boulevard, Surrey BC 소재 토지 및 부지에 대한 교회의 소유권(the 

Church’s fee simple interest) 매각 과정을 개시하도록 하고, 교회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

한 대지로 적합한 새로운 부동산 취득을 모색하도록 교회 이사회에 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일반 결의안을 숙의하기 위함.

2. 교인이 적절히 수행할 수도 있는 기타 안건을 수행하기 위함.



1월	암송구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 요 15:11 -

찬송  |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통82장)  

찬양  | King of Kings  / Hillsong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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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2021 선교작정헌금)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팬데믹 길을 지나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평생의 선교사(Life as Mission)로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와 정성으로 드린 

선교헌금을 통해 열방을 은혜로 이끄는 사역에 동참해 주신 그레이스 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시간에도 충성되게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는 영적 동역자가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팬데믹이 시작되어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할 때 모든 파송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선교지에서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본국에 잠시 돌아와 계신 

것을 상의 드렸습니다.  그 때 선교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없으면 갈급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면서 더욱 

깊이 깨닫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바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2021년에도 평생의 선교사(Life as Mission)로서 파송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행하는 

여정은 계속됩니다. "한 영혼"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의 동역자로서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 선교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하는 사랑의 후원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선교지의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선교헌금 작정하는 방법과 기간

- 교회 홈페이지 상단 "On Air(예배 라이브)" 또는 "선교작정헌금" 아이콘 클릭 ->   

   "온라인 선교헌금 작정서" 아이콘 클릭 후 작성

- 온라인 선교헌금 작정이 어려울 경우 교회 1층 행정사무실 앞에 준비한 테이블에서  

   "선교헌금 작정서"를 작성 후 제출 

- 기간:  1월 17일~1월 31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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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권 제3호 2021.1.17

주	일	예	배(온라인)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환 영
Greeting

 한상훈 목사 조상현 목사 Pastor Jane Yoon

경배와 찬양 
Praise

다  같  이

대표기도 
Prayer

정진하 권사 오윤재 권사 Kyung Sook Kim

말 씀  
Sermon 

그리스도인의 기쁨 [3]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Do whatever He tells you)

요 John 2:5~11 (신약 p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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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예배 (온라인)     ||    '그리스도 예수 안에 뿌리내림' 골 2:6~10  |  윤지영 목사 

금요부흥회 (온라인)  ||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합니다' 시 119:164~165  |  박신일 목사

교회 미래 준비를 위한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