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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예배  오전  시1 ( 9 ) 부  예배  오전  시2 ( 11 )

예배순서 온라인 방송 예배

예배를  위한  준비  카운트다운  분  영상( 5 )
오전 시 분부터 온라인 예배 출석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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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마무리 영상 온라인 방송 예배 종료( )

                        오시는 길

            

            
              

              

                

             

  

을 따라가자!” (행 13:22)

목회 비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미래의 지도자를 키우는 교회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 : / / / 

               

                                      

 

섬기는  분들
교회사무실전화  604-530-8896  / Fax 604-530-5187

■ 담임  목사 송철웅 604-619-1590
cwsong2000@gmail.com

■ 유년부 교육부목사KM / 고영현 778-846-1577

■ 학생부 행정부목사KM / 이의정 778-838-3457

■ 청년부 예배부목사KM / 김성일 778-886-4797

■ 유치부  목사 진성한 604-612-7483

■ 성인부  목사EM 김수현 스티븐김( ) 604-765-1617

■ 청년부  전도EM 사 송은영 모니카송( ) 604-341-0995

■ 학생부  전도EM 사 신하은 에릭신( ) 778-987-8586

■ 유년부  전도EM 사 송은영 모니카송( ) 604-341-0995

■ 지휘자 한규원

■ 피아노 장진희  최순희

■ 시무  장로 서해철

■ 은퇴  장로 강영길  유홍렬  민완기  송세영
김진화  이정조  유은식

                  설교  송철웅  목사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장소

주일 예배 부(1 ) 주일 오전  시  분8 45 본당

주일 예배 부(2 ) 주일 오전  시11 본당

성인 예배EM  주일 오전  시11 성인 예배실EM 

청년부 예배KM/EM  주일 오후  시  분1 30 본당 성인실/EM 

학생부 예배KM/EM  주일 오전  시11 학생부실KM/EM 

유년부 예배KM/EM  주일 오전  시11 유년부실KM/EM 

유치부 예배 주일 오전  시11 유치부실

금요부흥 예배 금요일 오후  시8 본당

새벽기도회 화 금 오전 ~ 시  분5 30 본당

새 생명의 삶 주일 오후  시2 유년부실EM 

말씀 부모 하 경 삶/ / . . 화 수 목 오전  시/ / 10 유년부실KM/EM 

예배  봉사  위원  

온라인  방송  예배

이번 주 기도 다음 주 기도

월  
헌금위원

-
월 

헌금위원
-

우편주소: 

6656 Glover Rd Langley BC V2Y 0W9

              www.vanhebron.com

담임목사   송  철  웅 
Senior Pastor Chulwoong Song, Ph.D

헤브론교회  목장  선교지와  선교사

목장 선교회 가나다순/ ( ) 목자 목녀  회장  / or  선교사

가나안 목장    김혜진/ 멕시코 이동준/ 

감사 목장    최권석 오윤주/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단비 목장    이학중 박민지/ 원주민 선교 서모세/ 

마라나타 목장    이희용 구도연/ 리빙스턴 교회 육근대/ 

반석 목장 성인    (EM  ) 송현주 팀장( )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벧엘 목장    김대식 구혜진/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브니엘 목장    이명랑 이경주/ 원주민 선교 서모세/ 

샬롬 목장    유영주 이금선/ 터키 김혜진/ 

선한 목장    이수정 김소영/ 일본 최윤석 신경희/ , 

소망 목장    이진민 김정팔/ 

에벤에셀 목장    현수진 송현정/ 

엘샤다이 목장    조병연 박소현/ 원주민 선교 김행수/ 

여호수아 목장    임정묵 정기윤/ 

열매 목장    김미라 이윤미/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열방 목장    박용준 김선임/ 일본 최윤석 신경희/ , 

온유 목장    이지연/ 파키스탄 이필주 박주연/ , 

임마누엘 목장    강창화 윤지선/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주나라 목장    최경용 전연희/ 리빙스턴교회 육근대/ 

주찬양 목장    최창수 조수민/ 목성연 문희원/ 

주향기 목장    전문성 강효정/ 밀알선교회 이상현/ 

참사랑 목장    김종필 김윤희/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코이노니아 목장    전용호 이현주/ 방글라데시 정익모/ 

푸른 목장    정정우 이정아/ 위클리프 박요섭 조선향/ , 

호산나 목장    주성은 최순희/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힐링 목장    류종성 모소영/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갈릴리선교회    담당 고영현: 가고시마 김종규 유현주/ , 

믿음선교회    담당 고영현: 

남선교회 회장    이기현  강창화  이학중  임정묵1. 2. 3. 4.

여선교회 회장    박효숙  최순희  이윤주  김윤희1. 2. 3. 4.



교회소식 (Announcement)                       www.vanhebron.com 모임안내                     청지기들 (Offering)       지난주 통계 

                   

    

   

새벽 기도회 송철웅 목사     

온라인 새벽기도로 드려집니다

감사헌금제목

진성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겸손케 하옵소서. .

최권석
매 순간마다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성일
모든 장례 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금  구분 헌금자

주일헌금

강현숙  고영현  구도연  권경희  길연희  김기태

김미경  김성열  김성일  김종필  김환  나봉우

박동숙  박민지  박성진  박주은  박호정 배선이A 

서해철  송철웅  송현주  신제록  신하은  심우영

유리 유은식 유지민  윤희주  이경주  이명랑

이상범  이순옥  이우섭  이윤주  이정조  이학중

이해나  이희용  임유미  임정묵  장진희  전문성

전연희  정세은  정윤탁  정은길  정정우  진성한

최경용  최권석  최순희  최영숙  최지영  최창수

한규원  Stephen  Kim

특별건축 최권석

감사헌금
권혁태 김성일 김유리 유은식  유지민 이기황 

이현지 임소라 임정묵 전유만  정정우 진성한 

최권석

십일조

구도연 노승목 박동숙 박주은  송미숙 오윤주

유은식 이동승 이명랑 이순옥  이현종 이희용

전문성 정정우 최순희 현수진

선교헌금 이명랑 더가츠 주나라

환영합니다1. 
오늘 헤브론교회의 온라인 방송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

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2. 
헤브론교회에서는 주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 모든 예배와 모임BC

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현장 예. 

배가 빠른 시일 안에 다시 열릴 수 있도록 또한 온라인과 병행하, 

여 드리게 될 현장 예배들을 위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예배가 시행되면 적극적으. 

로 참여하여 기쁨의 예배 잔치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예배 참여 방법 3. 
온라인 방송 예배는 주일 오전 시에 맞추어 헤브론교회 홈페이11

지를 통하여 송출되어집니다 헤브론교회 홈페이지에서 . 온라인 ‘

예배’ 링크를 따라 접속하시면 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 

다.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목장별 출석

체크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목녀 모임4. 
월 목자목녀 모임이 오늘 오후 시에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3 3 . 

모든 목자와 목녀 부목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꼭 연락을 주시기 . 

바랍니다.

장로 투표5.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

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직분자 선. 

출을 위한 장로 투표가 진행되었고 오늘 예배 직후에 현장투표, 

와 온라인투표를 합산하여 개표가 이루어집니다.

사순절 안내6.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이웃을 섬기며 . , 

교회를 사랑하고 참된 회개의 절기로 주님 앞에 서는 사순절이 , 

되시길 바랍니다.

- 종려주일 월 일 주일: 3 28

-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월 일 월 월 일 금요일: 3 29 ~4 2

- 성금요일 온라인 성찬 예배 월 일 금요일: 4 2

- 부활주일 월 일 주일: 4 4

제자훈련7. 
이번 주 제자훈련은 제자훈련 교재 권의 마지막으로 그리스도2 “

인의 성화 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제” “ ” . 

자훈련을 수강하시는 성도님들과 강의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

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은 스프링 브레이크를 . 

갖고 월 초에 제 권 그리스도인의 삶 으로 다시 시작됩니다4 3 “ ” .

서북미 정기노회8.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서북미 정기노회가 월 일 화요일에 3 16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노회와 각 교회를 위하여 또 참석하시는 . ,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성도님들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안내9. E-Transfer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섬기시며 복

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봉헌하여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주일헌금은 방식으로 하시거나 주중에 . E-Transfer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화 금 토 ( ~ 9:30am~5:00pm / 

1:00pm~5:00pm) 교회에 직접 방문하셔서 교역자 사무실에 마 

련된 헌금함에 하실 수 있습니다. 

헤브론교회 * E-Transfer : hebronchurch2020@gmail.com

- 교회에 등록된 영문 실명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 종류와 금액을 란에 다음과 같이 지정된 헌금번호Option

를 기재하여 주세요 주일헌금 및 기타헌금 십일조 감. (1. 2. 3.

사헌금 선교헌금 특별건축헌금 친교양식4. 5.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