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신앙주제

“주 앞에 굳게 서리라!”

행사 및 모임
교우소식

"God's people shall stand firm before Him!"
- 시편 Psalm 102:28 -

1. 복음을 품은 나, 예수를 심는 교회(전체 셀리더 훈련)				
2023년에 시작될 Cell-Church Chapter III를 앞두고 모든 셀리더가 함께 훈련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셀리더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제: 복음을 품은 나, 예수를 심는 교회 						
일시: 9/7(수)~10/5(수) 5주간 매주 수요일 저녁 8시(Child Care 제공)			
대상: 전체 셀리더						
문의: 김충민 전도사(choongmin.kim@gracehanin.org) 및 교구 목회자

교육부

CLAY & GEM Youth 여름 수련회 8/15(월)~18(목)			
ABLE 여름 수련회 8/22(월)~25(목)
휴가 강미연 전도사(8/14~20 & 8/30~9/3)			
개업 김정우/박은혜 집사(Chicko Chicken, Clayton, 604.574.5545)
소천 故 최영철 성도(배우자 양보윤 성도, 8/7)			
故 채수응 권사(배우자 김희일 권사, 8/9)			
김유철 집사 모친, 故 박태분 권사( 8/9, 한국)			
故 양순자 권사(배우자 양경석 장로, 8/11)		

1. 유치부 Graduation Field Trip

2.

2. 하반기 양육 안내

					
일대일 제자양육과 성경적 재정교육이 시작됩니다. 					
양육기간: 9월 첫째 주 부터 시작						
신청: 8/21(주일)까지, 교회 멤버페이지 또는 로비 				
문의: 윤지영 목사(604.358.6454, jiyoung.yoon@gracehanin.org)

3.

3. 그레이스 아카데미

					
코비드 기간 중단되었던 에버그린 아카데미가 새로운 이름으로 이번 가을 문을 엽니다.
예배회복과 시니어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시: 9/2~11/4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오후 2시					
대상: 그레이스한인교회 등록성도						
등록: 8/14(오늘) & 21(다음 주일) 예배 후 로비에서 신청(등록금 $50)			
문의: 조상현 목사(604.362.5334), 김용남 장로(604.209.1220), 박미숙 권사(778.836.6471)

4.

5.

4. 르완다 단기선교팀 귀국

					
ABLE(청년 1부) 단기선교팀이 르완다에서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8/12(금)에
귀국하였습니다.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르완다 선교 관련 보고는
칼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소식

서북부 아프리카 웨이브팀 선교 기도제목
참가자: 고운님, 보아즈, 엘레나 선교사 외 6명				
선교지 & 기간: 세네갈 & 기니, 7/10(주일)~9/6(화)			
세네갈과 기니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음세대를 위한 사역과 현지 목회자 수련회를
통해 복음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모든 팀원들이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소식

밴쿠버 시온 선교합창단 40주년 기념 정기연주회
한국(최초) 농맹인(deafblind) 교육센터 건립지원을 위한 연주회입니다.
일시 및 장소: 8/25(목) 저녁 7시, Chan Centre(at UBC)			
무료티켓예매: www.zionmission.org
			

5. SkyBridge 보수 공사에 따른 SkyTrain 이용 안내 					
Surrey와 New Westminster 사이 Expo Line SkyTrain 보수 공사(SkyBridge)가 아래의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po Line을 이용하시는 성도님께서는 평소 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이동 시간을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 8/13(토) ~ 8/20(토): Scott Road Station - New Westminster Station 구간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른 권면 사항
최근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부탁드립니다.
• 미세한 증상이라도 있을 경우 온라인 예배를 권면 드립니다.
• 가급적이면 교회 내 모든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현재 약국에서 무료 배포 중인 신속 검사 키트 준비 및 개인위생과 방역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상: 유치부 5세(2016년생)					
일시 및 장소: 8/27(토), 오전 10시~오후 3시, Greater Vancouver Zoo
신청: 8/14(오늘)까지, 교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회비: $15)		
문의: 한솔 전도사(sol.han@gracehanin.org)
유치부 달란트 시장 도네이션
기간 & 도네이션 장소: 8/21(주일)까지, 유치부 예배실(드림홀)		
도네이션 품목: 초코렛, 젤리, 쿠키, 칩스등 개별포장된 스낵류		
문의: 한솔 전도사(sol.han@gracehanin.org)
유년부 3학년 Graduation Field Trip
대상: 유년부 8세 (2013년생)					
일시 및 장소: 8/27(토) 오전 10시~오후12시 45분, Extreme Air Park New West.
문의: 신성민 전도사(seongmin.shin@gracehanin.org)
GEM Youth 여름 수련회
Drop-off: 8/15(월) 오후 3시, Trinity Western University		
Pick-up: 8/18(목) 오후 1시 30분, Trinity Western University		
문의: Bessie 전도사(bessie.lee@gracehannin.org)
CLAY Youth 여름 수련회
Drop-off: 8/15(월) 오후 1시, 교회 패티오				
Pick-up: 8/18(목) 오후 12시, 교회 패티오			
문의: 신서원 전도사(seowon.shin@gracehanin.org)

성경통독 안내 (8월 15일~8월 21일)
 1년 일독 안내: 이사야 66장~예레미야 22장
 3년 일독 안내: 아가 2장~이사야 1장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서 '성경통독'을 클릭하시면 맥체인 일년통독표를 비롯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을 일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헌금통계 (8월 5일~8월 11일)
십일조($42,822.94/USD 1,400.00) 20018 20055 20076 20089 20118 20155 20171 20176 20177 20178 20195 20197 20199 20254
20260 20297 20361 20369 20415 20460 20479 20485 20615 20621 20623 20646 20661 20701 20703 20705 20717 20914 20956
20971 21009 21181 21224 21340 21343 21386 21473 21659 21683 21684 21763 21783 22025 22026 22047 22102 22153 22165
22166 22237 22256 22287 22476 22477 22479 22680 22742 22793 22794 23002 23200 23201 23209 23349 23408 23424 23492
23506 23772 23773 23805 23872 24140 24141 24142 24188 24351 24702 24997 25160 25161 25184 25456 25589 25961 26061
26062 26115 26168 26235 26373 26374 26457 26458 26505 26936 26988 27065 27360 27419 27498 27627 27700 27778 28046
28075 28123 28192 28305 28376 28388 28402 28427 28435 28538 28543 28575 28602 28662 28913 28919 28920 28979 30192
30217 30402 30442 30444 30487 30496 30524 30710 30758 30762 30866 30994 31018 31019 31112 31169 31264 31267 31445
31545 31564 31617 31619 31679 31827
감사($5,340.00) 20041 20137 20171 20197 20322 20410 20460 20615 20640 20865 20956 21221 21328 21353 21443 22026
22477 22666 23349 23491 23506 23539 23540 23726 24202 24344 24394 25609 25725 25863 26062 26115 26457 26842 26935
26936 27498 27646 27724 28099 28265 28602 29151 29214 29293 30025 30025 30026 30036 30325 30359 30435 30710 30759
30762 30888 31158 31177 31617
 교($5,060.00) 20055 20154 20171 20195 20197 20254 20260 20399 20438 20460 20476 20485 20489 20490 20495 20621
선
20661 20701 20703 20956 20971 21009 21148 21149 21185 21343 21443 21685 21687 22026 22129 22156 22165 22237 22264
22283 22284 22476 22631 22673 22793 23200 23201 23347 23401 23491 23539 23540 23678 23729 23772 23773 23937 23950
24202 24284 24322 24344 24997 25160 26061 26373 26374 26457 26458 26505 26757 26935 26936 27251 27252 27432 27586
27700 28123 28318 28319 28403 28427 28458 28543 28575 28913 28961 29048 29214 30008 30168 30217 30303 30442 30444
30496 30641 30710 30758 30762 30781 30782 31008 31018 31023 31177 31218 31264 31377 31514 31564
구제($395.00) 20711 23491 24202 24344 28099 28458 28575 30168 특별목적 던칸($40.00) 30781 30782 		
특별목적 북한($85.00) 23347 24997 27419 특별목적 일반($705.00) 25862 28602 30699 30781 30782
주일 $12,292.80/USD 25.00 							

헌금총계                                                 $66,740.74/USD 1,425.00(EIKON CHURCH 포함)
  온라인 헌금: $37,344.94 포함
월~목에 들어온 온라인 헌금을 제외한 현금 및 수표 헌금과
금~토에 들어온 모든 헌금은 다음주 주보에 표기됩니다.

파송선교사
박스데반/김섬김		
황이삭/황쥬디		
노스데반/하찬양		
김해준/김연환 		
김이사야/김평온		
강요한/유마리아		
김디모데/심마리아		
김주아			

주승리/주사랑(안식년)
임이사야/임그레이스
조용완/한인숙		
배다윗/김화목(안식년)
오성권/성하임		
최현일/이희숙		
보아즈/끌레르		
안슬기

김종현/박현숙
정갈렙/이산지		
김충성/이온유 		
김형제/임사랑 		
이상헌/오승현		
김요엘/이모임		
조하나

다음주 예배위원

기도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나영지 권사

한창수 장로

허지은 집사

8월 암송구절

르완다 선교 보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 8:17-

How Beautiful on the Mountains are the Feet
of those who Bring Good News

찬송 | 저 장미꽃 위에 이슬(새 442장/통 499장)
찬양 | Halleluyah to the lamb(Don Moen)

예배 및 집회 안내

르완다는 중앙아프리카에 있는 작은 나라로 1,200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르완다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식민지였던 르완다는 1차 세계 대전
이후 벨기에가 위임 통치하게 되었는데, 벨기에는 르완다를 통치하기 위해 르완다
사람들을 후투족과 투치족으로 나누고, 투치족으로 하여금 후투족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던 르완다는
1994년에 후투족이 투치족의 약 80~100만 명을 죽이는 집단 학살을 겪게 됩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평소에 잘 알던 이웃이 서로를 배신하고 죽이는 끔찍하게 가슴
아픈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대학부는 EFCC 선교부와 협력하여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르완다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Nyamata라는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Gideon
형제를 도와 매일 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매일 가정을 방문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 1시간의 발걸음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했고, 그들의 예배와 말씀에 대한
갈망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우리 팀과 함께 동역했던 Gideon 형제는
매주 그 걸음을 걸으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2부 예배 시 동시통역/
translation service at
the 10 o'clock Service)

3부 오후 12시
(비전홀)

4부 오후 2시

 새벽기도회 | 월~금 오전 6시 / 그레이스채플
영아/유치/유년
초등/Youth(EM)
영아/유치/유년           
초등/Youth(KM)           
HIS Joy(사랑부 청년/Youth)
Able(청년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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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일 예 배(현장 및 온라인)
통권 20권 제33호

2022.8.14

 금요부흥회 | 오후 8시 / 그레이스채플
환영

 EIKON CHURCH | Sunday 12pm / Grace Chapel

Greeting

       *EIKON CHURCH is our English Ministry Community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한상훈 목사

조상현 목사

김충민 전도사

다 같 이

부  목  사
장년사역
교육사역

대표기도

박신일
조상현 김승환 김형석 윤지영 이경섭
이종경 한상훈 홍두표(청장년)
강미연 김인혜 김충민 김희재(상담사역)
최연경 성필원 신서원 신성민
Bessie Lee(이혜복) 최하나 한솔 김계은(His Joy)

EIKON
(EM)

행정사역

정인채 집사

Prayer

Kevin Her(허현욱)

성가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말씀

(With the Heart of Christ Jesus)
빌 Phil 1:6~11(신약 p318)
박신일 목사

봉헌

새가족등록 |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후 안내석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배후 새가족실에서 첫 만남이 있습니다.
전도팀 참여 문의						
박용익 권사 (778.899.9411) 서진숙 권사 (778.893.4570)

셀처치 안내
		
		
		
		
		
중보기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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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루디아 권사

기도의 사람 II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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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족 환영
		
		
전도팀 안내
		

김세진 권사

내 주여 뜻대로(1부)/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2부)

Ch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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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 이

Offering

광고

새가족 환영 및 교회 소식

Announcement

찬양

다 같 이

축도

박신일 목사

Closing Song

		
E-Ministry (Equipping the Next Generation)
다음세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Imparting the Word, Inspiring the Next Generation)

3부 오후 12시

Praise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7)

2부 오전 10시

경배와 찬양

Sermon

오늘도 Gideon 형제와 그의 동역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러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통해 르완다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합니다.

1부 오전 8시

Benediction

새벽기도회

||

윤지영 목사, 이종경 목사, 이경섭 목사, 조상현 목사, 한상훈 목사

수요양육

||

8월까지 방학이며 9월부터 5주간 셀리더 훈련이 진행됩니다.

금요부흥회

||

'때를 따라 아름답게' 전 3:11 | 한상훈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