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신앙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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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편 Psalm 67:7 -

1.	 	금요부흥회	'Praise	&	Prayer	Night'	안내     
주제: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Lift up your hands to the Lord!, 예레미야애가 2:19) 

일시: 7/24~8/28 매주 금요일, 6주간                  
         8/14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Love the Lord your God!, 신 6:4~5)  
         8/21 청년부 중심의 금요부흥회(홍두표 전도사)    
         8/28  영어권 금요부흥회 (Pastor Kevin Her, English Worship Service)  
* 금요부흥회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주일	예배	참석	신청(온라인) 
주일예배(1,2,3부)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정부시책에 맞추어 제한된 인원만 예배 
드리게 됩니다. 주일예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주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 
하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8월16일 예배: 랭리, 클로버데일 교구(신청마감 8월12일)       
  문의: 조상현 목사(604.362.5334), 김충민 전도사(778.387.0601)   
- 참석대상 교구 일정:           
   8/23(써리1-월리,뉴튼,길포드,플릿우드)      8/30(프레이져하이츠, 둘로스, 싸우스 써리) 
   9/6(트라이시티,메이플리지)     

3.	 하반기	일대일양육	신청안내 
8/9(오늘)까지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Member'로 로그인하신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신청하셨던 분들은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육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원활한 교육을 위해 양육교사 1인당 1~2명씩 배정됩니다.   

  (문의: 양명애권사 604.376.4926, 강성호집사 604.346.5679).

4.	 2020년	교육부	교사모집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 신청을 8/9(오늘)까지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로 가셔서,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교사/봉사자 모집"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등록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격: 세례, 멤버십 등록, 새가족 성경공부 수료(정교사에 한함) 

5.	 '은혜가	걸어오다'	증정		 
- Drive Thru 픽업 (토, 일): 8/9, 15 & 16 토요일, 주일 오후2~4시, 남쪽 주차장 패티오 앞 
- 주중 픽업 (월~금): 8월 한달간 월~금 (오전10시~오후4시), 1층 행정사무실  
* 도서는 부부당 1권, 한글어권 자녀들 위해 1권을 증정하며, 청년부 이상 개인성도님께도  

   1권씩 증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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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금통계	(7월	31일~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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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10일~8월	16일)
 � 1년 일독 안내: 이사야 49장~예레미야 5장

 � 3년 일독 안내: 로마서 4~10장
 �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통독'을 클릭하시면 맥체인 일년통독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총계																																																																																						$67,957.20	(Grace	Life	포함)

온라인	헌금:	$40,72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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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이사야/임그레이스 선교사 (연락처: 778.551.4848)

• 박스데반/김섬김 선교사 (연락처: 778.985.8520)

다음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이정숙 권사
김세진 권사

Pastor Hana Choi
유한길 집사

Pastor JK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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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수 있습니다. 

결혼	노영은 성도(신랑  문성구 성도, 8/8)  

1.	초등부	6학년	졸업식	 	 	 			 	
일시: 8/23(주일) 오후 5~7시, 교회 주차장  

2.	 ABLE/YOUTH	Virtual	Summer	Retreat	-	온라인	여름	수련회	
주제: Image of God (에베소서 2:10)    
날짜: 8/10(월)~8/12(수), GCC Homepage (Live)   
재료 픽업: 8/9(오늘)까지 오후 2시30분~4시30분, 교회 주차장  
문의: 김현진 (Josh) 전도사 (joshua.kim@gracehanin.org)  
         성필원 전도사 (phil.sung@gracehanin.org)   
         김충민 전도사 (choongmin.kim@gracehanin.org)                                     

1.	 에버그린아카데미			 
에버그린아카데미 가을학기는 COVID-19 상황이 계속되어 부득이하게 취소
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한글문화학교			 
한글문화학교 9월 학기는 모든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 고영숙 권사(778.887.5072), 조수현 집사(778.84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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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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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좌이체:	TD	Canada	Trust인	경우만	해당

TD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은 교회 TD 은행 계좌정보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로 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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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https://www.gracehanin.com)의 "헌금 안내"로 가시면 다양한 온라인  
헌금 방식을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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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암송구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 렘 29:11 -

찬송  |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484장/통533장)  

찬양  | Way Maker / Sin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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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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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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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두표 전도사, 김충민 전도사, 이종경 전도사

수요예배 (온라인)    ||    잠언 묵상[6] 'Trust in the LORD' 잠 3:5~8  |  Pastor Kevin Her

금요부흥회 (온라인) || Praise & Prayer [4]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 박신일 목사

날씨가 가장 뜨거운 8월이 되면 Grace Youth와 ABLE은 수련회를 떠납니다. 

수련회는 많은 학생들이 가장 기대하는 이벤트 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나며 신앙을 시작하는 친구도 있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경험하며, 식었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함께 회복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COVID-19으로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생각했던 수련회와는 많이 다르고, 새로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넘어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분명 우리가 기대한 

모습 이상의 수련회가 될 것 입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의 주제는 "Imago Dei(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깨닫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회복 

시키신 우리를 돌아 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입니다. 등록한 201명의 모든 학생이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는 수련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엡 2:10)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1.    학생들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기를

2.    온라인으로 진행 되는 모든 순서가 문제 없이 진행 되기를

3.    모든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역사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E-Ministry (Equipp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Imparting the Word, Inspiring the Next Generation)

IMAGO DEI: 하나님의 형상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3부 오후 12시

환 영
Greeting

김형석 목사
조상현 목사

Pastor Kevin Her
이경섭 목사

Pastor JK Lee

경배와 찬양 
Praise

다  같  이

대표기도 
Prayer

김국 권사
박규남 권사

Chris Yun
정서경 권사

Jamie Lee

말 씀  
Sermon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The Lord is My Help)

삼상 1Sam 18:1~4 (구약 p439)

박신일 목사

봉 헌
Offering

내 맘에 한 노래있어(임윤빈 장로, 2,3부)

광 고
Announcement

교회소식(교육부, 청년부, GLC 포함)

찬 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