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상황 관련 교회 소식 (3월25일업데이트)

“오늘을 사는 동안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Encourage one another day after day (히 Heb 3:13)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상황을 통과하면서 붙들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BC주 정부는 50명 이상의 모임(gathering)을 전면 금지한데 이어, 현재는 긴급 사태(a state of emergency)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모든 시민이 최대한 집에 머물며 모임(groups)을 피하고, 외출시에는 2m의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or physical
distancing)를 준수할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긴급사태(a state of emergency) 상황에서, 교회는 모든 예배와 모임(새벽기도회 포함)을 당분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에 오시던 소수의 성도님들께서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성도님들께서는 가정에서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부흥회에 온라인으로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도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래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일 예배(교육부, GLC, 청년부 포함)는 온라인 예배(생방송 LIVE)로만 진행됩니다.
<온라인 주일예배 시간>
1부(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bilingual service), 3부 (12시, bilingual service)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를 통해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2. 새벽기도회는 온라인(음성)으로만 진행됩니다.
3. 수요예배/금요부흥회는 모두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4. 당분간 셀 모임, 양육모임, 소그룹모임은 온라인으로만 진행합니다. 주보의 “온라인 셀 모임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5. 이메일 헌금(Interac e-Transfer)을 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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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금종류를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십일조(Tithe:$10), 감사헌금(Thanks:$20), 주일헌금(Weekly:$30) 선교헌금(Mission:$40), 특별목적헌금(Special:$50)
더욱 자세한 헌금안내는 주보의 “온라인 헌금 안내” 또는 홈페이지의 “헌금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그레이스한인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개별적으로 온라인 헌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을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받으신 경우, 그레이스 교회를 사칭한 사기(fraud)이오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캐나다 외 다른 나라(미국 포함)를 방문한 경우에는 2주간 자가격리 (self-isolation) 후 교회를 방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문의: 교회 사무실 (604 587 5230), 교회 이메일(info@gracehani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