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통계

2017 신앙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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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및 모임

Family Fall Festival  10/28(토) 				
침묵수련회  11/20(월)~22(수) 			
둘로스 셀리더 수련회  11/24(금)~25(토) 			
셀리더송년모임  11/25(토) 			

교우소식

담임목사 미국일정 10/23(월)~27(금)				

- 왕하 2Kings 19:31 -

1. 예수삶 양육 안내  
이번주 부터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예수삶)양육이 시작됩니다. 교재가 안내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받아 가셔서 1과를 예습해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반별 시간과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당일 등록은 없으며 기존 등록하신 분만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오전반 (오전 10시, 2층 회의실)						
수요 저녁반 (오후 7시, 2층 회의실)						
토요 오전반 (오전 10시, 2층 회의실)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집회, 컴미션 인터컨퍼런스 (Seattle) 설교

출산 박지현 성도 득남, 함민결 Daniel (10/1) 			
감사 10/27 금요부흥회 간식은 'Heaven'셀(리더: 유정호 집사/최다혜
성도)과 '코이노니아'셀(리더: 염준하/임나은 집사)에서 제공합니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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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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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침묵수련회 (Solitude Retreat) 신청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는 안내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인원 및 회비: 12명, $250 (마감: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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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WANA Cl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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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소식

1. 선교펀드레이징을 위한 빈병 수집  
일시 및 장소: 10/29(주일) 1,2,3부 예배 후 본당 로비 남,북쪽 입구
문의: 한상훈 전도사 (778.985.8520)

십일조($28,287.73) 20018 20027 20055 20056 20115 20118 20122 20145 20154 20176 20177 20208 20252
20260 20285 20294 20387 20474 20572 20575 20623 20705 20852 20864 20980 20983 21009 21181 21232
21364 21382 21417 21515 21577 21642 21666 21683 21684 21781 21782 21982 22048 22053 22063 22139
22156 22180 22256 22419 22440 22461 22468 22476 22477 22642 22680 22771 22860 22990 23047 23163
23209 23283 23304 23510 23518 23630 23732 23789 24015 24034 24140 24141 24247 24284 24301 24315
24411 24515 24928 25024 25031 25137 25186 25533 25555 25588 25589 25688 25743 25862 25863 25938
25943 25964 26115 26145 26329 26373 26374 26375 26458 26459 26505 26525 26950 26951 27245 27253
27321 27426 27431 27435 27554 27778 28091 28128 28167 28208 28231 28242 28269 28288 28376 28402
28438 28546 28760 28819 28843 28912 29007
감사($4,724.35) 20041 20122 20131 20137 20254 20285 20369 20476 20836 20852 21230 21261 21284 21443
21454 21581 22074 22139 22156 22180 22262 22370 22384 22461 22476 22522 22673 22847 22857 22949
22998 23006 23039 23161 23492 23539 23540 23653 23666 23701 23937 24141 24223 24301 24322 24552
24951 25161 25425 25609 25697 25862 25863 25986 26062 26458 26689 26726 26778 26811 26880 27247
27248 27325 27431 27543 27614 27652 27653 27922 27957 28118 28192 28261 28269 28271 28292 28387
28388 28395 28458 28580 28602 28644 28755 28760 28793 28942 29055
선교($3,731.00 / USD 50.00) 20035 20107 20115 20154 20228 20254 20285 20312 20411 20415 20572 20575
20662 21009 21185 21413 21443 21619 21659 21865 22156 22180 22264 22284 22369 22440 22468 22470
22631 22666 22867 22998 23199 23283 23381 23479 23539 23715 23731 23795 23950 23969 24015 24090
24295 24301 24303 24411 24568 25041 25323 25532 25607 25743 25863 25937 25961 26066 26235 26373
26374 26375 26499 26785 26895 27065 27066 27067 27245 27360 27500 27645 27652 27653 27691 27829
27922 27986 28054 28055 28056 28167 28319 28342 28398 28499 28609 28636 28674 28753 28967
건축($422.97) 20852 21243 23773 24301 특별목적 북한($80.00) 20076 25382 27065 			
특별목적 일반($510.00) 20305 21781 23604 27652 27653 추수감사($2,737.80 / USD 20.00)
주일 $11,998.35 / USD 11.00

$52,492.20 / USD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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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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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하성희 권사

안용광 권사

이영신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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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싱 캠프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통권 15권 제 43호
2017.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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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싱 캠프(Blessing Camp) 4기가 지난 10월 16일~18일까지 2박 3일 동안
앨버타주 Gull Lake Camp에서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블레싱 캠프는 우리 교회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같은 영성프로그램으로, 앨버타
및 그 주변 지역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신앙생활에 새로운 도약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되는 영성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블레싱 캠프에는 35명의 지원자가 에드먼튼과 캘거리 지역 등의 8개 교회에서
참여하였고, 5개 교회에서 54명의 봉사자가 참여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축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담임목사님을 비롯하여 26명의 봉사자가 이번
캠프를 섬겼고, 5명의 지원자도 참여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 캠프에서는 앨버타주에 사시는 성도님들의 진솔한 신앙고백과 간증이
모두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교회에서 온
지원자와 봉사자이지만, 서로 부둥켜안고 기뻐 찬양하며, 함께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었습니다. 캠프가 끝난 후에 들은 소식은, 캠프장의
캐나다인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서 섬김과 사랑의 교제하는
것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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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기도
Prayer

송관빈 목사

조상현 목사

김승환 전도사

박혜란 권사

김현철 권사

감사 시리즈 [3]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말씀
Sermon

시편 30:1~5 (구약 p822)
박신일 목사
다 같 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셀에서, 교회에서, 직장 등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그분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G-Ministry (Growing in Grace)
그레이스 영성과 양육사역
"예수님과의 만남, 성령님과의 동행"
(Encountering Jesus, Walking with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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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마리아 집사

다 찬양하여라 (1부) / 주의 영광 (2부)

봉헌
Offering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 13:15)

3부 오후 12시

다 같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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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Announcement

새가족 환영 및 교회 소식

찬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새벽기도회

\

한상훈 전도사, 소성범 목사

수요예배

\

다니엘 시리즈 [3] | 조상현 목사

금요부흥회

\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 6:1~3 | 조상현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