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통계

2017 신앙주제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The Passion of the Lord will make this happen!"

행사 및 모임

- 왕하 2Kings 19:31 -

교우소식
교육부

이번주 새벽예배는 교육부 새벽기도 주간으로 드립니다.				
주제: Seek First! (먼저 구하라)

2. Grace Youth Friday Youth Night
일시 및 장소: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비전홀 & 벧엘홀
웹싸이트: www.gccyouth.weebly.com 			
(궁금하신 정보들은 이 웹싸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김현진 (Josh) 전도사 (604.996.3181)

3. 침묵수련회 (Solitude Retreat) 신청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원 및 회비: 12명, $250 (마감:11/20) *수련회 장소까지 교통비 별도 부담		
일시: 11/20(월) 오후 2시~22(수) 오후 2시 (2박 3일)				
장소: Barnabas Family Ministries (Keats Island, BC) 				
문의: 박광수 권사 (778.883.0062)

3. Family Fall Festival (Grace Youth 주관)
일시: 10/28 (토) 오후 2시~5시				
대상: 3~11살 (유치부~초등부)				
(카니발 게임, 크래프트, 음식, 찬양, 교제 그리고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당일 판매될 음식에 대한 수익금은 GCC 원주민 선교(러미, 던칸,
BC 원주민 마을)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모든 자녀는 학부모님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김현진 (Josh) 전도사 (joshua.kim@gracehanin.org)

4. 예수삶 양육 안내  
예수삶(8주간) 양육은 10월 4째주에 시작됩니다.

5. 밀알 선교단 펀드레이징

6. 추수감사주일 세례/입교 증서
안내데스크에서 세례/입교 증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Youth, Able) 학생들은 각 부서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1. AWANA Club
일시 및 장소: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샬롬홀			
문의: 조근연 집사 (778.887.7941)

2. 새벽예배 안내

장애인 선교단체 밀알을 위한 오로라 골든 갈라사과 ($48/20파운드) 펀드레이징이
있을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0/15(오늘) 2부 예배 후

감사 10/20 금요부흥회 간식은 '새삶'셀(리더: 김대연/홍문영 집사)과
'또바기'셀(리더: 유한길/이은지 집사)에서 제공합니다.

1. 10월 수요예배 안내
10/18 차준희 교수 특강 (한세대 구약학)					
10/25 다니엘 시리즈 3 (조상현 목사)

제4기 블레싱 캠프  10/16(월)~18(수) 				
Family Fall Festival  10/28(토) 				
침묵수련회  11/20(월)~22(수) 			

선교소식

1. 던칸 미션하우스를 위한 물품 도네이션  
던칸 미션하우스(가칭) 구입에 따라 필요한 물품 도네이션을 받을 예정
입니다. 자세한 물품 리스트가 준비되는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십일조($36,450.02 / USD 220.00) 20059 20089 20117 20131 20175 20197 20239 20260 20294 20312 20361
20362 20545 20640 20661 20662 20703 20705 20772 20774 20777 20811 20852 20979 21000 21031 21353
21355 21382 21417 21449 21478 21479 21597 21666 21668 21687 21742 21919 21982 22129 22145 22287
22288 22434 22440 22461 22476 22479 22498 22553 22585 22680 22706 22860 22923 23039 23163 23247
23322 23381 23506 23511 23539 23726 23758 23805 23872 24133 24140 24141 24177 24184 24188 24223
24247 24315 24552 24863 24923 24950 25024 25055 25056 25063 25184 25303 25419 25528 25529 25543
25560 25561 25589 25688 25760 25862 25938 25943 26057 26115 26323 26374 26385 26499 26547 26590
26594 26689 26837 26931 26950 26951 27245 27270 27351 27435 27584 27585 27688 27724 27807 27829
28091 28263 28271 28283 28305 28426 28427 28438 28463 28756 28820 28859 28888 28919 29007 29179
감사($5,367.00) 20130 20176 20186 20316 20495 20588 20642 20856 20903 20936 21008 21097 21261 21478
21660 21744 21784 22185 22434 22521 22668 22742 22847 22848 22857 22986 22990 22998 23006 23200
23506 23539 23540 23630 23649 23925 23969 24142 24223 24295 24337 24338 25560 25725 25741 25743
25862 25918 25931 25943 26115 26145 26235 26323 26325 26567 26689 26721 26726 26775 26931 26988
27065 27109 27246 27247 27248 27505 27543 27652 27653 27700 27712 27791 27817 27991 28099 28136
28199 28208 28270 28283 28332 28341 28427 28631 28662 28797 29132 29193
선교($2,525.00) 20000 20089 20197 20489 20490 20588 20646 21185 21497 21687 21919 22074 22284 22369
22440 22477 22631 22847 22848 22998 23322 23337 23412 23472 23491 23539 23805 23969 25323 25560
25561 26374 26385 26499 26594 26702 26703 26757 26785 26837 26960 27351 27584 27585 27652 27653
27761 27953 27957 28208 28398 28623 29048

건축($20.00) 21742 특별목적 북한($20.00) 21577 						
특별목적 일반($820.00) 20544 21497 22053 23758 26689 27652 27653 28581 				
추수감사($34,995.70 / USD 201.00)
주일 $8,409.00 / USD 280.00

$88,606.72 / USD 701.00 (Grace Life 포함)

헌금총계

파송선교사
박스데반/김섬김 		
진조이/진허니		
임이사야/임그레이스
조용완/한인숙		
김해준/김연환		
김형제/임사랑		

이주승리/이주사랑		
황이삭/황쥬디		
정갈렙/이산지		
임평강/허은혜		
배다윗/김화목		
김살렘			

김종현/박현숙		
심JS/심HJ			
노스데반/하찬양		
김충성/이온유		
장피터/장사라

7. 창립 15주년 교회사편찬
'15주년 교회사 발간'을 위해 책 이름의 공모와 자료 수집(문서, 행사사진 등)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및 접수: 여환기 권사 (604.587.5230)

8. 2017-2018 주차우대증
2017-2018 주차우대증을 배포합니다.					
장소: 1층 행정 사무실 							
자격: 1) 24개월 이하의 유아,
						
2) 75세 이상 어르신 및
						
3) 장애 주차카드 보유 가정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박혜란 권사

김현철 권사

김마리아 집사

10월 안내

박태식 장로

김용기 장로

구본성 장로

박광열 박현주
최병원 김향정

배판수 배정아 김미경
김윤정 김장심 박은숙
서윤철 이현희 장기연
장미숙 전춘희
최현정 표혜명

김대연 김문영 문진영
강지선 권만자 김남희
김영미 정건영 조순희

안내/헌금

10월 암송구절

던칸 미션하우스(가칭) 구입 안내

던칸 미션하우스 구입내용:
1] 위치 : 6312 LANSDOWNE PLACE Duncan BC V9L 5R2
2] 대지 크기 : 26,136 sf
3] 집 크기 : 3,039 sf
4] 방과 화장실 개수 : 4 bedroom, 3 bathroom, 2 kitchen, 1 Rec Room
5] 합의 금액: $492,500 + lawn mower 1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귀하게 동참해 주시고 구입하는 과정에 수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 최초의 개신교 순교자로 알려진 토마스(Robert J. Thomas) 선교사가 건넨
성경책으로 도배된 영문주사(營門主事) 박영식의 집이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고 널다리골 교회는 이후 1907년 영적 대각성운동의
근원지였던 장대현 교회의 자리로 쓰임 받았던 것처럼 던칸 미션하우스(가칭)가
원주민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들을 세우는 귀한 처소로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R-Ministry (Reconciling the Lost)
선교와 전도 사역
"선교가는 길, 주님오시는 길"
(Reaching the Lost, Preparing the Way of the Lord)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 골로새서 3:17 -

찬송 | 오 신실하신 주 (393장/통447장)
찬양 |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던칸 원주민 교회를 중심으로 원주민 청년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의 사역과
거주를 위한 장소가 필요하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청년들의 마음을 귀하게 본 어른 성도님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부활절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모금된 헌금을 Seed Money로 하여 $500,000을 예상금액으로 진행된 원주민 선교
던칸 미션하우스(가칭)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와 함께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처음부터 마음에 품고 기도한 금액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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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및 집회 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시

새벽기도회 | 월~금 오전 6시 / 그레이스채플

2부 오전 10시 영아/유치/유년
초등/Youth(EM)

수요예배 | 오전 10시, 오후 7시 30분 / 비전홀
계절에 따라 성경공부를 지역별로 오픈합니다.

3부 오후 12시 영아/유치/유년
초등/Youth(KM)

금요부흥회 | 오후 8시 / 그레이스채플

4부 오후 2시

청년1부/청년2부
영커플(둘로스) 셀모임

Grace Life | 주일 오후 12시 / 비전홀
그레이스 중국교회 | 주일 오후 2시 / 벧엘홀

환영
Greeting

부목사
장년사역
교육사역

Grace Life
행정사역

Daniel So(소성범)
이용일 김은총 김희정
박혜란 이재원 전주호
최성웅

3부 오후 12시

송관빈 목사

조상현 목사

조상현 목사

다 같 이

대표기도
Prayer

김국 권사

성가대
Choir

박신일
조상현 소성범 송관빈
강미연 김승환 이재현 한상훈 홍두표
Kevin Her(허현욱) Joshua Kim(김현진)
김사랑 김충민 박나현 성필원 최연경 최하나

2부 오전 10시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1부 오전 8시

이정숙 권사

힘써 일하라 (1부) / 그 사랑 (2부)
감사 시리즈 [2]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말씀
Sermon

갈라디아서 6:7~8 (신약 p309)
박신일 목사

봉헌
Offering

다 같 이

		

새가족 환영
		
		
		
		
		
		
셀처치 안내
		
		
		
		
		
중보기도 안내

새가족등록 | 등록카드를 작성하신 후 안내석에 제출해 주십시오.
예배후 새가족실에서 첫 만남이 있습니다.

전도팀 안내

전도팀 참여 문의						
안용광 권사 (778.866.1218)

새가족 성경공부 문의
김영우 권사 (778.867.6641), 배정아 집사 (604.313.5152)
셀처치는 정기적으로 모여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셀처치의 참여는 심방위원과 목회자를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강미연 전도사 (604.619.5176)

기도 제목을 기입하여 로비에 비치된 기도함에 넣어주십시오.		
강미연 전도사 (604.619.5176), 이경란 권사 (604.313.9652)

정서경 집사

광고
Announcement

새가족 환영 및 교회 소식

찬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새벽기도회

\

'Seek First! (먼저 구하라)' | 교육부 교역자

수요예배

\

'고난의 영성' 욥 2:3 | 차준희 교수

금요부흥회

\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창 26:25 | 소성범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