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상황 관련 교회 소식 (3월17일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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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16일 자로 BC주 정부는 50명 이상의 모임(gathering)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에 교회 예배/모임도 기존의 250명 

기준이 아닌 50명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하게 됩니다.  

 

1. 주일 예배(교육부, GLC, 청년부 포함)는 온라인 예배(생방송 LIVE)로만 진행됩니다. 교회에는 50인 이하의 소규모 

예배위원(찬양팀, 목회자, 중창단 등)만 생방송 예배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에 모든 성도님께서는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주일예배 시간> 

1부(오전 8시), 2부 (오전 10시, bilingual service), 3부 (12시, bilingual service) 

*GLC, 청년1(ABLE)부, 청년 2(BRIDGE)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교육부에서는 주중 성경 공부자료(mid-week materials)를 발송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아이들과 신앙의 교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부는 다양한 신앙교육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를	통해 

공지가	나갈	것입니다.	 
 

2. 새벽기도회는 되도록 가정에서	온라인(음성)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BC주 정부의 지침에 따라 

새벽기도회에 50명 이상이 모일 수 없기에 성도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3. 수요예배/금요부흥회는 모두 온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4. 당분간 셀 모임, 양육모임, 소그룹모임을 갖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셀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사오니, 주보의 

“온라인 셀 모임 안내”를 참고해 주십시오. 

 

5. 이메일 헌금(Interac e-Transfer)을 하시는 분은 아래의 주의사항을 확인해 주십시오.  

• 그레이스한인교회 이메일 헌금 주소: offerings@gracehanin.org 

•  메모란(memo)에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 헌금 번호, 헌금 종류와 액수를 적어주세요. 만약 헌금번호가 없다면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security information)는 되도록 “gcc”로 설정해 주시고, 만약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셨다면, 교회 

이메일(offerings@gracehanin.org)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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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예배 및 신앙생활 안내 

<온라인 예배 안내> 

교회 홈페이지(www.gracehanin.com)에서 우측 상단의 'ON AIR'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면 주일예배, 금요부흥회,  

수요예배, 새벽기도회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라인 셀 모임 안내> 

교회 홈페이지(www.gracehanin.com)에서 우측 상단의 'Member' 버튼을 클릭하여 교회 멤버사이트로 가셔서(로그인 

필요) "GCC 화상 회의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주시면,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배인돈 권사,  

이메일: indon.bae@gracehanin.org). 

<온라인 헌금 안내> 

1. 이메일 헌금(Interac e-Transfer) 

인터넷 뱅킹의 Interac e-transfer 기능을 사용하여 교회 이메일(offerings@gracehanin.org)로 헌금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 그레이스한인교회 이메일 헌금주소: offerings@gracehanin.org 

•  메모난(memo)에 헌금하시는 분의 이름, 헌금 번호, 헌금 종류와 액수를 적어주세요. 만약 헌금번호가 없다면 본인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써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비밀번호(security information)는 되도록 “gcc”로 설정해 주시고, 만약 다른 비밀번호를 설정하셨다면, 교회 

이메일(offerings@gracehanin.org)로 설정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계좌이체: TD Canada Trust인 경우만 해당 

TD 은행을 이용하시는 분은 계좌이체를 통해서 교회에 헌금 하실 수 있습니다. TD 은행에 가시거나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Grace Hanin Community Church)를 개인 수취인 (Personal Payee)로 설정하시면, TD 온라인 뱅킹 또는 TD 은행 

창구에서 직접 송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를 수취인으로 등록하실 때 아래의 정보를 참고해 주세요. 계좌이체를 하신  

후, 교회 이메일(offerings@gracehanin.org)로 계좌 이체한 사실과 이름, 헌금 번호, 헌금 종류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Account Holder):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지점번호(Branch Number): 9400 

계좌번호(Account Number): 5473030 

• TD은행 외에 다른 은행에서도 계좌이체를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준비가 되는 바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https://www.gracehanin.com) 우측 상단의 “헌금안내”로 가시면 다양한 온라인 헌금 방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타 헌금 안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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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헌금을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표(cheque)를 발행하여 보내 주시면 됩니다.  

교회 주소: 9770 King George Blvd, Surrey, BC V3T 2V6 

 

* 주의사항: 그레이스한인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온라인 헌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청을 개별적으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받으신 경우, 그레이스교회를 사칭한 사기(fraud)이오니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