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후� 2022년� 10월� 16일
제23권� 42호

1부� 예배� (오전� 8시� 45분) 2부� 예배� (오전� 11시)
예배순서 대면 예배 대면 +온라인 방송 예배

예배를� 위한� 준비

기원
Invocation

임 재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같 이

찬양
Praise�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569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는 믿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대표기도
Prayer

강창화 안수집사 다함께 공동체기도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회 소식 영상

성가대� 찬양 세상을 사는 지혜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 50편 13~14절

오늘의� 말씀
Message

“감사의� 능력� (2)”

찬양 아침안개 눈 앞 가리듯

합심기도 다 같 이

봉헌/축복기도
Offertory� Prayer� &

Benediction
송철웅 목사 

결단의�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나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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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사무실� 전화� 604-530-8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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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 목사 이의정 778-838-3457

� � (행정/KM학생부� 담당) skybaboo33@naver.com

■ KM청년부/예배부� 목사 김성일 778-886-4797

■ EM성인부� 목사 김수현(스티븐김) 604-765-1617

■ KM유년부� 목사 김태선 416-617-9213

■ 유치부� 목사 신성은 778-855-0146

■ EM청년/유년부� 전도사 송은영(모니카송) 604-341-0995

■ EM학생부� 전도사 김하람 604-446-0691

■ 시무� 장로 서해철  전문성

■ 지휘자 한규원

■ 피아노 장진희  홍민경

■ 은퇴� 장로 강영길  류홍렬  민완기  
송세영  유은식

    � � � � � � � � � � � � � �설교� 송철웅� 목사

 예배� 시간 
예배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오전� 8시� 45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오전� 11시 본당

EM�성인�예배 주일�오전� 11시 EM�성인�예배실

KM/EM�청년부�예배 주일�오후� 1시� 30분 교육관/EM�성인실

KM/EM�학생부�예배 주일�오전� 11시 KM/EM�학생부실

KM/EM�유년부�예배 주일�오전� 11시 KM/EM�유년부실

유치부�예배 주일�오전� 11시 유치부실

금요부흥�예배 금요일�오후� 8시 본당

새벽기도회 화~금�오전� 6시 본당

새�생명의�삶 주일�오후� 1시 EM�유년부실

하나님을�경험하는�삶 수요일�오전� 10시 KM�유년부실

예배� 봉사� 위원  

현장� 예배 현장+온라인� 방송� 예배

이번 주 기도 1부 강창화 안수집사 2부 다함께 공동체기도

다음 주 기도 1부 김대식 안수집사 2부 전문성 장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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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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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성인) 송현주 (팀장)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 베드로�목장 김환/ 정혜옥 토론토 도시 선교/ 엘리엇 신 

� � 벧엘�목장 김대식/ 구혜진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 브니엘�목장 이명랑/ 이경주 원주민 선교/ 서모세

� � 샬롬�목장 유영주/ 이금선 터키/ 김혜진

� � 선한�목장 이윤미/ 김소영 일본/ 최윤석, 신경희

� � 소망�목장 이진민/ 김정팔

� � 에벤에셀�목장 현수진/ 유지민

� � 여호수아�목장 임정묵/ 정기윤 빈민 선교/ 양종현

� � 열매�목장 김미라/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 열방�목장 박용준/ 김선임 일본/ 최윤석, 신경희

� � 온유�목장 이지연/ 신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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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코람데오�목장 김성열/ 황진주

� � 코이노니아�목장 전용호/ 이현주 방글라데시/ 정익모

� � 푸른�목장 정정우/ 이정아 위클리프/ 박요섭, 조선향

� � 호산나�목장 현혜수/ 최순희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 힐링�목장 류종성/ 모소영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 � 믿음�선교회 회장: 유은식/ 구효숙   총무: 서해철

� � 남선교회�회장 1.박용준   2.이학중   3.이찬규

� � 여선교회�회장 1.오윤주   2.김선임   3.정승연   4.정기윤

� � 영커플스 담당교역자: 김태선 목사



교회� 소식 (Announcement)                       www.vanhebron.com 모임� 안내                     청지기들 (Offering)       지난주 통계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6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금요부흥예배

금요일 밤 8시 본당에서 드립니다.

금요부흥예배에
자녀들과 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금요기도 순서

10월 21일 10월 28일

서자혁 집사 윤지선 집사

 새가족 등록 환영합니다.

헤브론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친교메뉴 감사합니다.

10월 9일 육개장, 김치, 추수감사떡

10월 16일 소고기 미역국, 김치

10월 23일 곰탕, 김치

10월 30일 콩나물 국밥, 김치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1. 환영합니다
오늘 헤브론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
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친교양식 감사
오늘 친교양식을 위하여 이번 주 전체 친교를 섬겨주시는 서해철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맛있는 식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장로님들과 피택 장로님들에게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3. 본당 강대상 마이크 도네이션
주향기 목장의 옥서종 집사님께서 본당 강대상 마이크를 도네이
션하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4. 새가족 등록
교회에 등록하신지 한 달 이내의 새가족 분들은 예배 후 친교실
옆 데크에 마련된 새가족 테이블에서 새가족 모임이 있으니, 모
든 분들 참석하시어 아름다운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5. 창립감사주일 및 임직식 안내
11월 6일은 헤브론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예배로 드려집니다. 
22년 동안 헤브론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기쁨의 예배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창립 기념주일을 맞추어 오후 5시에는 임직식을 
갖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직분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6. 협동안수집사 임명
주찬양 목장의 이홍주 집사님과 주나라 목장의 구본정 집사님이 
본 교회와 교단의 협동안수집사 자격을 갖추어, 오늘 2부 예배 
시 임명식을 갖습니다. 

7. 새생명의 삶공부 안내
오늘 새생명의 삶공부는 4주 차로 “중생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새생명의 삶공부 과정을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과 수강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섬겨주시는 양육부와 발런티어를 
위하여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새생명의 삶
공부는 점심 식사 후 1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수강생 명단 (17명): 강은구, 김희원, 나대희, 신성은, 옥서종, 
우종현, 윤태현, 이기황, 이애나, 이한나, 이효영, 정솔, 정진화, 
채효진, 최혜숙, 한귀미, 황윤찬

8. 직분자 훈련 안내
직분자 제직 세미나는 이번 주 제9,10강 “제직의 가정생활과 제
직의 사회생활”에 대해 나누게 됩니다. 직분자 훈련을 통하여 충
성된 제직들이 양성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9. 밴쿠버 목사회 모임
밴쿠버 목사회 모임이 지난 화요일에 헤브론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목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행사와 음식 등을 위해 수고하며 준비
해 주신 모든 여선교회 회원분들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10. 전체 중직자 세미나
헤브론교회를 위하여 섬겨주시는 전체 중직자 세미나가 이번 주 
금요일(21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금요예배 전에 본당에서 진
행됩니다. 미리 스케줄을 조정하셔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
다.

11. 임시 제직회
이번 주 금요일(21일) 전체 중직자 세미나를 마친 직후에는 임
시 제직회를 진행합니다. 한가지 중요한 이슈만으로 간단히 진행
될 예정이오니 중직자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 외에도 제직들
은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 임직자 모임
이번 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는 새롭게 임직 받으시는 직분
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친교양식표
2부 예배 후 친교를 위하여, 성인들은 친교실과 데크 및 코이노
니아실을 사용하셔서 교제해 주시고, 교육부서 자녀들은 각 부서
에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아울러 친교양식표를 친교실 배식 테
이블 옆 벽면에 준비하였으니, 감사한 날과 각종 기념일 등, 해
당되는 날짜에 성함을 기재하여 주시고 친교를 위한 도네이션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4. 플루샷(독감예방접종) 안내
다음 주일에는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교회 KM 유년부실에서 독
감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EM청년부에 소속된 김영신(Alvin 
Kim) 약사를 통해 플루샷을 접종하게 되오니 본당 로비에 준비
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교회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MSP 넘버가 있으신 성도님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15. 할렐루야 나이트 행사 안내
유치부와 유년부(KM/EM)에서는 10월 31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진행될 할렐루야 나이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헤
브론의 어린 자녀들이 세상의 어두움과 문화를 따르지 않고 빛의 
자녀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리며, 아울
러 다음 주부터 본당 로비에 마련될 캔디도네이션 박스에 많은 
후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헌금� 구분 헌금자

주일헌금

강신숙 강영길 강은구 강창화 강혜경 구도연 구본정 권미예

김선임 김성일 김소영 김은숙 김학우 김희원 남궁정웅 노승목

민완기 박민지 박용준 박주한 박주한 박치현 서해철 설효정

송철웅 신혜경 오지은 우종목 우태규 윤지선 이기황 이승준

이우섭 이윤주 이은기 이의정 이재혁 이정은 이지연A 이지희

이진경 이학중 이홍주 이희용 임정묵 임종수 장민정 장유경

정수현 정정우 조병연 진성한 최권석 최대운 최창수 최희진

표영길 한수진 한왕환 현혜수 황민지 황윤찬 Gloria 

Jennifer Lee Ray Jee

추수감사

강영길 강창화 강현숙 구도연 구본정 김대식 김미라 김선임
김성일 김소영 김수진 김영근 김영휘 김요셉 김요한 김유일
김은숙 김정진 김종필 김지현 김태선 김혜진 김환 김희원
나경희 남궁정웅 노승목 류종성 류홍렬 무명 민완기 박동숙
박민지 박수용 박용준 박은주 박주한 박치현 서해철 석민광
송세영 송인채 송철웅 송철웅 신희진 옥서종 옥서종 우종목
우종현 원소연 유영주 유은식 유지민 윤지선 윤태숙 윤태현
이경주 이근상 이명랑 이윤미 이윤주 이의정 이지연A 이학중
이현종 이현주 이홍주 이희용 임소라 임정묵 임종수 장유경
장진희 전 아니씨야 전문성 전연희 전유만 전재원 정은길 
정정우 정진화 정현주 조남규 조병연 조수민 조윤경 진성한 
채효진 최경용 최권석 최창수 한규원 한왕환 현수진 홍민경
황민지 Jeffrey Lee Jennifer Lee Jenny Han Kate Choi

친교양식 전문성 특별건축 이근상

선교헌금 이명랑 카페(커피/아이스크림)

감사헌금 프레이버밸리 한글학교 진수민

십일조

김대식 김유일 민완기 박소연 박주한 박효숙 송미경 송철웅

옥서종 유지민 이기황 이명랑 이의정 이학중 이현종 장은혜

진미란 표애경 Glo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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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치길 원합니다.

김대식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명랑

항상 넉넉히 거두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세상의 불평불만을 덮을 수 있게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윤지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표애경

연약한 저를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

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진경

항상 같이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수민

생일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황민지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신성은 목사 (778 855 0146)

EM 유년부
송은영 전도사 (604 341 0995)

sseloveu@hanmail.net mesong7@hotmail.com

1. 유치부 예배는 만 36개월부터 킨더까지의 연령대가 예배드리
고 있습니다(20개월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2. 10월 주제는 "예수님 알아가기"입니다. 
3. 10월 암송할 말씀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4. 학교 방문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주
소)와 원하는 간식을 알려주시면 시간 조율해서 방문하도록 하겠
습니다. 

-Today service is 11am in the KM youth building for a 
special joint EM ministry thanksgiving service!
-Hallelujah night is in preparation stages and will take 
place October 31. 
-Thank you to all the students who came out this 
morning to help dance for today’s praise service. 

KM 유년부
김태선 목사 (416 617 9213)

EM 학생부
김하람 전도사 (604 446 0691)

76ehkil@gmail.com kvision325@hotmail.com

1. 10월 주제는 '땅 끝까지’입니다. 어린이들이 예배를 통해 교
회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도록 기도해주세요.
2. 할렐루야나이트 발룬티어 모집과 캔디 도네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준비하며 섬길 수 있도록 기도로 지원해주
세요.

- 2022년 EM 학생부 주제는 Gospel-bound People입니다. 
복음에 묶이고 복음으로 향해 나이가는 자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 매주 금요 성경공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EM 학생부 될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할렐루야 나잇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발렌티어 하기 원하는 학
생들과 궁금한 점 있으시면 김하람 전도사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
겠습니다!

KM 학생부
이의정 목사 (778 838 3457)

EM 청년부
송은영 전도사 (604 341 0995)

 skybaboo33@naver.com mesong7@hotmail.com

1. 2022년 KM 학생부 주제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예
배를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2. 금요예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
며 학년을 넘어 여러 이벤트들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 할렐루야 나이트에 발런티어로 섬기기 원하는 학생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Today service is 11am in the KM youth building for a 
special joint EM ministry thanksgiving service!
-Today there will be a college group thanksgiving 
dinner at church at 5pm.
-Please continue to pray for our ministry. 
-Follow us on Instagram: hebronemcollege

KM 청년부
김성일 목사 (778 886 4797)

EM 성인부
김수현 목사 (604 765 1617)

sssjsa183@gmail.com skim3935@hotmail.com

1. 2022년 KM 청년부 표어는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강하라!”
입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안에서 강건하는 청년들이 되
기를 기도해주세요.
2. 10주 동안 영적 중심 잡기 시리즈를 합니다. 청년들이 이시간
을 통해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빛과 소금으로 
세워지길 기도해주세요. 
3. 다음 주 23일에 “헤브론의 스케치북” 전도축제를 합니다. 이
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1. We would like to welcome all who joined our 
Sunday Worship Service.
2. On Oct. 9th, all EM will have a combined 
Thanksgiving Day Worship Service at 11:00.
3.  Please pray for EM Adults as there are many 
changes that are being considered for the growth of 
th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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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웅, 박선헌

이 한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풍

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수진

주님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윤지선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봅

니다.

김영휘, 김향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민완기, 오윤희

한 해 동안 동행하시고, 늘 먼저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

지께 감사드립니다.

전재원

May our face shine upon the Lord.

김요한, 진하민

늘 감사합니다.

류종성, 모소영

창조주시오, 만유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주권자이신 주

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의정

모든 은혜, 모든 영광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Ì 친교� 이모저모 Ì 밴쿠버� 목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