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통계

2017 신앙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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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및 모임

아브라함사라회 전체연령별모임  11/9(목) 			
침묵수련회  11/20(월)~22(수) 			
둘로스 부부동산  11/24(금)~25(토) 				
셀리더송년모임  11/25(토) 			

교우소식

소천 이기민 집사 부친, 故 이문갑 성도 (10/21)
이사 강중산/남혜옥 집사, Coquitlam > Surrey			
출산 김지봉/권연 집사 득남, 인서 (10/21)			

- 왕하 2Kings 19:31 -

1. Daylignt Saving Time 해제  
11/5(다음 주일)부터 DST가 해제됩니다.					
토요일 오후 11시를 10시로 1시간을 늦춰주시면 됩니다.

이선우/정상미 성도 득남, 지하 (10/22)			
김주완/김민영 집사 득녀, 하영 Joy (10/23) 			
감사 11/4 금요부흥회 간식은 '단비'셀(리더: 이영식/정양이 집사)과
'James6'셀(리더: 강중산/남혜옥 집사)에서 제공합니다.

2. 침묵수련회 (Solitude Retreat) 신청  
신청: 안내데스크, $250 (마감: 오늘) *수련회 장소까지 교통비 별도 부담			
일시: 11/20(월) 오후 2시~22(수) 오후 2시 (2박 3일)				
문의: 박광수 권사 (778.883.0062)

3. 아브라함사라회 전체연령별 모임  

교육부

일시 및 장소: 11/9(목) 오전 10시30분, 샬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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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성경적 재정관리 아웃리치(Outreach)팀 캄보디아 사역 보고  
10/23(월)~27(금)에 캄보디아의 캄폿에서 진행된 성경적 재정관리 사역은 6명의 봉사자
(김주영 장로, 김경숙 권사, Chris Kim 권사, 홍희동 집사, 안소현 성도, 임하영 성도)가
참여하였으며, 이번 사역을 통해서 약 90여 명의 현지 지원자가 성경적 재정관리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진행되는
재정관리 양육팀의 사역에도 꾸준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5. 교회 외부 주차장 (DPS) 안내
교회셔틀차량(미니밴2대) 운전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주차장 운영 시간: 매 주일 오전 6시~오후 2시					
안전요원 배치 시간: 매 주일 오전 7시~오후 2시

-불어권선교 안내1. 갭이어 (Gap Year)
목적: 프랑스어와 문화 습득을 통한 불어권 지역 선교이해, Destiny를 발견			
참가자격: 18세 이상 그리스도인, 선교 관심자					
기간: 2018년 1월부터 일년간 (연장 가능)					
장소: 프랑스 컴미션 베이스 (샤토블랑 열방센터)					
훈련내용: CLA 타문화 적응, 프랑스어 학습, 예배의 삶, 기도의 집, 청소년 Bible Club
개척, 불어권 아프리카 미전도 종족 리서치, 정탐, 아웃리치			
예상 경비: 650유로/한달 (숙식, 언어학교, 선교훈련비)				
문의: 한상훈 전도사 778.985.8520

2. 300용사 예배자 초청 (불어권 지역)
목적: 불어권 지역 중보기도							
참가자격: 18세 이상 그리스도인, 중보 사역자, 선교 관심자 (선착순 30명)		
기간 및 장소: 2018년 1월 8일~18일, 컴미션 불어권 베이스 샤또블랑 (열방센터)		
예상경비: 비행기 왕복티켓 + 참가비 300유로 (숙식, 교통포함)				
문의: 한상훈 전도사 778.985.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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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열방기도모임  
김살렘 선교사와 함께 던칸 원주민 선교에 관해서 마음을 나누고 함께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누구나 참여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비전을 나누는 시간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시 및 장소: 11/2(목) 오후 7시30분, 2층 회의실		
문의: 한상훈 전도사 (778.985.8520)

2. 선교펀드레이징을 위한 빈병 수집  

십일조($26,325.95 / USD 1,200.00) 20035 20086 20089 20117 20175 20186 20210 20226 20252 20260 20294
20300 20350 20369 20374 20412 20473 20474 20489 20490 20551 20615 20623 20640 20662 20705 20741 20774
21076 21176 21217 21364 21385 21478 21497 21515 21530 21659 21667 21669 21687 21862 21982 22002 22063
22256 22287 22288 22419 22440 22461 22476 22585 22642 22680 22848 22860 22923 22936 22990 23027 23046
23163 23199 23303 23322 23347 23510 23539 23540 23604 23677 23678 24133 24141 24184 24315 24330 24515
24950 25171 25186 25376 25526 25532 25543 25589 25630 25814 25862 25863 25918 25939 25943 25992 26115
26373 26374 26459 26499 26590 26700 26721 26778 26950 26951 26960 26988 27253 27295 27321 27419 27431
27435 27500 27571 27586 27593 27597 27817 28015 28046 28091 28110 28192 28208 28231 28283 28376 28426
28471 28546 28662 28673 28753 28756 28843 28888 28971 29007 29061 29080 29149 29196
감사($5,585.00) 20045 20047 20055 20076 20090 20100 20137 20138 20151 20186 20305 20474 20501 20555
20745 20836 21230 21261 21530 21597 21812 22084 22145 22161 22257 22262 22312 22476 22666 22856 22947
23006 23039 23539 23540 23726 23925 23937 24142 24223 24951 25063 25119 25161 25323 25425 25487 25609
25633 25725 25862 25863 26062 26115 26145 26285 26457 26505 26689 26726 26961 27038 27248 27431 27491
27586 27606 27652 27653 27691 27713 27957 28054 28292 28458 28580 28602 28615 28642 28741 28756 29074
29095 29097 29202
선교($3,308.00) 20087 20107 20131 20154 20176 20228 20384 20517 20615 20662 20703 20741 20751 20936
21413 21501 21530 21794 21865 22283 22284 22369 22440 22561 23046 23209 23539 23630 23729 23950 24034
24202 24568 24950 24966 25425 25664 25862 25863 25939 26373 26374 26375 26499 26541 27146 27245 27277
27295 27325 27491 27652 27653 27761 27979 27986 27998 28242 28319 28398 28414 28499 28555 28636 28673
28756 28830 28888 28942
건축($20.00) 22370 특별목적 북한($80.00) 20852 21577 23540 23715 25382 			
특별목적 일반($30.00) 21243 27652 27653 특별목적 던칸($70.00) 22673 22676 추수감사($120.00)
주일 $12,680.41 / USD 43.00

$48,219.36 / USD 1,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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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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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예배위원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기도

백주리 권사

박용익 권사

박수윤 집사

11월 안내

이봉주 장로

이현 장로

이종수 장로

권종철 정연미
홍성갑 우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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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연 김문영 김남희
김영미 김혜선정건영
조순희 최연희

안내/헌금

10월 암송구절

집 열쇠를 받아왔습니다

브릿지(Bridge) 겨울수련회로 올해 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거쳐서 던칸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청년들에게 마음을 주셔서 청년과 함께 사역하고, 주신
비전을 따라서 북쪽 원주민 선교를 청년들과 10년 넘게 다녔습니다. 그러나
가깝고도 먼 던칸은 브릿지 사역을 감당하면서 처음으로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10년 넘게 원주민사역을 감당하신 조용완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곳에
세워진 원주민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감동을 하였습니다.
너무나 척박하고 어려운 원주민 마을들만 보아 왔던 저와 몇 명의 청년들에게는
그곳에서 사역하는 장기 사역자는 하나님의 신실함이요, 그곳에 세워진 원주민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믿음의 한계를 정했던 나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과 청년을 위한 Mission
House에 대한 필요를 보았습니다. 그 땅에 원주민들을 위해 청년 선교사들이
머물고 사역을 감당하며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필요 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소망의 펜으로 던칸에 믿음의 집을 그리기 시작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고 청년들과 비전을 나누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는 돈을 쓸 줄 아나, 부모와 이웃과 나눔에 궁색하기로 소문난
청년들입니다. 사실 저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청년들을
의심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에 그들을 믿고 격려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던 어린아이처럼 헌금집계를 기다리던 저 자신을 기억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청년들이 드렸을까?"하고 궁금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이
청년들이 돈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결과에도 실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참 신실하십니다. 총 $47,000이 넘는 헌금을
청년들이 드렸습니다. 사역자로 얼마나 이 청년들이 대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헌금을 옥합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마음에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은 더 이상 소망이 아닌 믿음의 실체가 되었습니다. 2017년
10월 16일 던칸의 아주 아름다운 동네에 너무나 아름답고 큰 집이 우리 청년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원주민에게 사랑을 전하는 Mission House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청년들의 대표로 그 집의 키를 청년들과 함께 19일날 받고 돌아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격려와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 드립니다.
홍두표 전도사
(청년2부 Bridge)

통권 15권 제 44호
201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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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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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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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관빈 목사

조상현 목사

김승환 전도사

하성희 권사

안용광 권사

이영신 권사

주 안에서 기뻐하라 (1부) / 회복 (2,3부)

'용서의 소중함'

말씀
Sermon

마태복음 18:21~35 (신약 p31)
박신일 목사

봉헌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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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 이

광고
Announcement

새가족 환영 및 교회 소식

찬양
Closing Song

다 같 이

축도
Benediction

박신일 목사

새벽기도회

\

홍두표 전도사, 이재현 전도사

수요예배

\

' Who Do You Say I Am?' | Kevin Her 목사

금요부흥회

\

'온전한 그리스도인' 계 3:1~6 | 김승환 전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