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후� 2023년� 1월� 22일
제24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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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고 오묘한 그 말씀(200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91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268장)

말씀 앞에서
주가 일하시네

대표기도
Prayer

김대식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교회 소식 영상

성가대� 찬양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레위기 11장 44절~45절

오늘의� 말씀
Message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의� 삶(I)”

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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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부� 담당) skybaboo33@naver.com

■ EM성인부� 목사 김수현(스티븐김) 604-765-1617

■� KM학생부/선교부� 목사 김성일 778-886-4797

■� KM유년부/행정부� 목사 김태선 416-617-9213

■ KM청년부/예배부� 목사 신성은 778-855-0146

■ KM유치부� 목사 정준호 236-66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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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M학생부� 전도사 김하람 604-446-0691

■ 시무� 장로 서해철 전문성 강창화 김대식

류종성 박용준 이희용 최권석

■ 지휘자 한규원

■ 피아노 장진희  홍민경

■ 은퇴� 장로 강영길  류홍렬  민완기

송세영  유은식

■ 장로 우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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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EM�유년부실

출애굽기�세미나 수요일 교육관

예배� 봉사� 위원  
현장� 예배 현장+온라인� 방송� 예배

이번 주 기도 및 안내 김대식 장로

다음 주 기도 및 안내 박용준 장로

1월 예배안내위원

8, 15일 1부 강효정, 구도연 권사 2부 김  향, 김미라 권사

22, 29일 1부 김혜진, 모소영 권사 2부 박효숙, 오윤희 권사

1월 헌금 위원

8일 모소영 권사 15일 강효정, 김미라 권사

22일 구도연, 박효숙 권사 29일 김혜진, 오윤희 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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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원 초원지기 목장/선교회 목자/목녀,� 회장 선교사

1 강창화

임마누엘 강창화/ 윤지선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브니엘 이명랑/ 이경주 원주민 선교/ 서모세

주나라 최경용/ 전연희 리빙스턴교회/ 육근대

2 김대식
벧엘 김대식/ 구혜진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주찬양 최창수/ 조수민 목성연/ 문희원

3 류종성

힐링 류종성/ 모소영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단비 이학중/ 박민지 원주민 선교/ 서모세

코람데오 김성열/ 황진주 토론토 도시 선교/ 엘리엇 신 

4 박용준

가나안 김혜진 멕시코/ 이동준

참사랑 김종필/ 김윤희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열방 박용준/ 김선임 일본/ 최윤석, 신경희

5 서해철

선한 이윤미/ 김소영 일본/ 최윤석, 신경희

샬롬 유영주/ 이금선 터키/ 김혜진

열매 김미라/ 이진민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믿음선교회 서해철/ 서자혁 회장: 유은식

6 이희용

마라나타 이희용/ 구도연 리빙스턴 교회/ 육근대

에벤에셀 현수진/ 유지민 토론토 도시 선교/ 엘리엇 신 

호산나 현혜수/ 최순희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7 전문성

주향기 전문성/ 강효정 밀알선교회/ 이상현

베드로 김환/ 정혜옥 토론토 도시 선교/ 엘리엇 신 

온유 이지연/ 신혜경 파키스탄/ 이필주, 박주연

8 최권석

감사 최권석/ 오윤주 키르키즈/ 주복음, 전하리

여호수아 임정묵/ 정기윤 빈민 선교/ 양종현

푸른 정정우/ 이정아 위클리프/ 박요섭, 조선향

9 김향 헤브론�초원 이진민 김미라
위�목장에�소속되어�있지�않은�

모든�성도님들과�새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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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27일 2월 3일

구혜진 권사 김미라 권사

 새가족 등록 환영합니다.

헤브론교회에 새롭게 등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월 친교메뉴 감사합니다.

1월 1일 닭개장

1월 8일 무 소고기 국

1월 15일 닭개장

1월 22일 무 소고기 국

1월 29일 샌드위치데이(정기제직회)

메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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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친교양식 감사 및 안내
오늘 친교양식을 위하여 이번 주 전체 친교는 우종목 장로님, 강
신숙 권사님, 우종현 집사님, 황윤찬 집사님 가정이 섬겨주십니다. 
귀한 섬김으로 함께 해주시는 성도님들, 설거지와 정리를 담당해주
시는 초원과 식사를 위해 수고하신 장로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친교양식 신청표가 새롭게 게시되었습니다. 섬김의 자리가 남아 있
으니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참여해주시길 소망합니다(1칸=$100).
아울러 마지막 주에 친교양식을 섬겨주신 분들은 교회에서 다른 
날짜로 이동해서 섬길 수 있도록 조정되오니 성도님들의 양해 부
탁드립니다.
 * 금주 메뉴: 무 소고기 국 / 코이노니아실: 3초원 
 * 정리 및 설거지: 2초원
 * 금주 친교 섬김: 우종목, 강신숙, 우종현, 황윤찬
 * 다음주 친교 섬김: 샌드위치 데이

3. 샌드위치 데이 안내
다음주는 샌드위치 데이로 친교양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샌드위
치와 김밥 같은 간단한 식사를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서 친교를 나
누시길 바랍니다.

4. 교인 카드 작성 및 제출 안내
교회 교적부(교회 행정 및 재정용)를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은 교인 카드를 작성하셔서 뒤편
에 마련된 박스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적부 작성을 위해 목자분들은 목원들의 개인 사진을 찍
어서 김성일 목사님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옆 테이블에 교인 카드 용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 정기 당회 안내
다음 주일(29일) 오후 5시에는 목양실에서 정기 당회가 열립니
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주요 안건들이 분별력 있게 논의 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6. 권사회 모임 안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히라메에서 권사회 모임이 있습니다. 모
든 권사님들은 함께 하셔서 은혜 안에서 친교와 나눔의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상반기 교육안내
2월 둘째 주일(12일)부터 10주간에 걸쳐 새생명의 삶이 시작되
며, 3월 첫째 주 수요일(1일)부터 12주간에 걸쳐 출애굽기 세미
나가 시작됩니다. 새생명의 삶은 헤브론교회 등록교인이라면 누구
나 이수하셔야 하는 필수 과정이며, 출애굽기 세미나는 성경적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양육부를 통해 안내 및 신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옆 테이블에 신청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 목장모임 설문조사 안내
각 목장의 목자님들은 목장설문조사지를 작성하신 후 1월 말까지 
김성일 목사님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옆 테이블에 목장모임 설문조사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9. EM Youth 수련회 안내
EM Youth 수련회가 27일(금)~28일(토) 본교회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시는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들
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10. 온라인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 안내
교육부 교사 및 학부모 세미나가 24일(화) 저녁 5시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모든 교사들과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래 주소 혹은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온라인으로 미리 등록해주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교회 게시
판과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강사: 홍민기 목사(라이트하우스 무부먼트) / 주최: KAPC 교단
주제: 온전하게 하는 교육(딤후 3:16-17)
일시: 1월 24일(화) PM 5:00-6:30
장소: ZOOM 
등록: https://tinyurl.com/3vdmuz7m

11. 2022 Donation receipt 신청
각 소속 목장의 목원들께서는 목자님들께 오늘까지 헌금 도네이
션 영수증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소속이 없으신 분들
은 김태선 목사님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이희용 
장로)

헌금� 구분 헌금자

주일헌금

강신숙 강창화 강혜경 고준호 구도연 구본정 권미예 김동균 

김미라 김선임 김설련 김성일 김소영 김수진 김영휘 김은숙 

김일중 김정진 김종필 김지현 김태선 김현순 김 환 김희원 

남궁정웅 노승목 류종성 류현우 류홍렬 민완기 박동숙 박민지 

박서연 박용준 박은주 박치현 서해철 송인채 송철웅 안광용 

안광용 오지은 오현석 우종목 우종현 우태규 유은식 윤태현 

이경주 이광미 이기황 이승준 이승희 이연주 이우섭 이윤주 

이은기 이의정 이정은 이진민 이창현 이현주 이희용 임대한 

임정묵 임종수 장유경 장진희 전문성 전연희 정규은 조남규 

조병연 진성한 최경용 최권석 최대운 최순희 한경자 한규원 

한왕환 한인해 현수진 현혜수 홍민경 황민지 황윤찬 황진주

Peter Lee Pishon Kang

십일조

구도연 권택준 김대식 김성일 민완기 박민지 박소현 박용준 

송미경 송철웅 신성은 유영주 이찬규 이현종 이희용 장유경 

정은길 최성위 표애경 황진주 Jem Algie

감사헌금

강창화 구도연 김선임 김영휘 김혜진 박경애 박성주 박용준 

박은주 박효숙 유지민 이근상 이명랑 이의정 이진경 이혜진 

이희용 정호진 조수민 진성한 최희진 Pishon Kang 

Stephen Kim

선교헌금

오윤주 유지민 카페/아이스크림 가나안목장 열방목장 

호산나목장 단비목장 마라나타목장 베드로목장 코람데오목장 

푸른목장

친교양식 김소영 박효숙 박용준 박치현 이명랑 조윤경 Julia Moon

https://tinyurl.com/3vdmuz7m


 감사� 제목                               www.vanhebron.com� 감사� 제목                               www.vanhebron.com

류종성, 모소영

원하오니 주께서 우리에게 목에 북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

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사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허락하옵소서.

김영휘, 김향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

이라.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찬송합니

다.

Pishon Kang

Thank you God for being with me for the past 

19 years. I pray that I will always have you by 

my side. Amen.

표애경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

시로다(시33:20). 아버지! 아버지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십

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형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찬양드리며 감사드립

니다.

진성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뜻을 따라가게 하

옵소서.

현혜수

사랑과 은혜 안에 원하는 일들이 평안하게 진행되기를 기

도하며 감사드립니다. 아멘.

박효숙

저희 가족에게 허락하신 각자의 장소에서 인도하여 주시

고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의정, 김윤미

사랑하는 아버지 아픔과 슬픔 없는 그 곳에서 주님 품에 

안겨 편히 쉬소서.

이명랑

민서의 생일에 감사드립니다. 수현이 수술이 잘 진해오디

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돌아오게 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박경애

감사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김혜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올해도 

가정 안에 은혜로 지켜주시고 강건함 주셔서 주의 일 감

당하게 하소서.

조수민

수많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진경

항상 감사합니다.

이진민

매순간 주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생명의 삶 소감문

 저는 어릴 때부터 믿는 어머니를 통해 모태신앙으로 자라왔

습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의 신앙 덕분에 교회를 다니며 설

교 말씀도 열심히 듣고, 감사하게도 믿는 남편 만나 함께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

이 어릴 때에는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교회에서 하

는 교육은 거의 받지 않고 오직 주일 성수를 최고의 우선순위

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다가 헤브론 교회에 와서 목사

님을 통해 새생명의 삶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

다.

 처음 새생명의 삶을 시작할 때는 몸이 아파서 영육이 약해져 

있던 상태라 어떻게 10주 동안 몇 시간씩 의자에 앉아서 비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생명의 삶을 시작하면

서 교육받는 동안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몸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신구

약 시대의 역사적 배경도 지리도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

래서 하나씩 알아가는 그 시간이 참 즐거웠습니다.

 저는 영육이 약해져 있던 상태에서 새생명의 삶을 듣기 전까

지 두 가지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소멸할 수 있다

는 얘길 듣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소멸하시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해서 성

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확 변하지 않을까?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예수 그

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 이후에 태어난 것에 참 감사

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저는 마음이 너

무 가벼웠습니다. 한 번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절대 소멸하지 

않으시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

의 자녀로서 한순간에 확 변하지 않는 제 모습에 대한 고민도 

목사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한 번에 갑자기 변하는 사람도 있

지만 그렇지 않고 서서히 변하는 사람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

셨습니다. 성령님에 대해 참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 있던 저

는 그 고민하던 문제가 풀리면서 더욱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앞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나

아가야 함을 느낍니다. 이제 저는 전처럼 예배에만 치우치지 

않고 예배와 교육과 성도의 교제와 봉사와 증거하는 삶 하나

하나 성령님이 이끄시는대로 따라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을 허락해주셨던 것에 감사하며 더욱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제가 되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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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부 
정준호 목사 (236 668 3458)

EM 유년부
송은영 전도사 (604 341 0995)

jjhbass84@gmail.com mesong7@hotmail.com

1. 유치부 예배는 만 36개월부터 킨더까지의 연령대가 예배드리

고 있습니다. (20개월 이상은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올 한 해 유치부 주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는 유치부” 

입니다.

3. 매주 금요예배에 아이들과 함께 찬양율동, 말씀나누기, 간식, 

놀이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금요예

배에 적극 참여해주세요!

1. Today students learned through the story of Nathan 

rebuking David, that no matter how we’ve sinned, we 

can turn to God and be forgiven, from 2 Samuel 12.

2. Please welcome Stephen Loney as a new Sunday 

School teacher! 

KM 유년부
김태선 목사 (416 617 9213)

EM 학생부
김하람 전도사 (604 446 0691)

76ehkil@gmail.com kvision325@hotmail.com

1. 2023년 KM유년부 표어는 “예수님으로 새로워진 나”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구별된 믿음의 자녀로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2. 이번 주는 설날을 맞아 한복데이 & 퓨전민속놀이 시간을 갖

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거운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3. 페이스북에서 “밴쿠버 헤브론교회 KM유년부”를 검색해주세요. 

페이스북 클럽을 통해 더 자세한 유년부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

다. 많이 가입해주시고 클럽 소식을 통해 유년부를 위해 함께 기

도해주세요.

1. 2023년 EM 학생부 주제는 Walking with God입니다. 복음
에 묶이고 복음으로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2. 매주 금요 성경공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통해 
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는 EM 학생부 될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3.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4. 1월 27일(금)-28일(토)에 EM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
다! 헤브론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가 넘치는 수련회 될 수 있도록 기도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KM 학생부
김성일 목사 (778 886 4797)

EM 청년부
송은영 전도사 (604 341 0995)

sssjsa183@gmail.com mesong7@hotmail.com

1. 2023년 KM 학생부 표어는 “함께 자라는 기쁨”입니다. 믿음

으로 자라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길 기도해주세요.

2. 이번 주 반별 모임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을 통해 서로에 대해 좀 더 알아가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3. 2월 첫 주 학부모간담회가 있습니다. 2023년 학생부 목표와 

계획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1. Thank you to those of you who joined Bible study 

Friday. We began a new Bible study series on the Holy 

Spirit. May God open our hearts and guide us on this 

journey of knowing Him more. 

2. Follow us on insta: @hebronemcollage

KM 청년부
신성은 목사 (778 855 0146)

EM 성인부
김수현 목사 (604 765 1617)

sseloveu@hanmail.net skim3935@hotmail.com

1. 2023년 KM 청년부 표어는 “복음이 흘러가게 하라”입니다. 

주일 예배와 목장 모임, 개인 묵상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

하신 각자의 자리에서 복음이 흘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2023년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 목장별 말씀 묵상을 완주한 목장에, 

포트코퀴 또는 랭리 맛집 식사권(디저트 포함)을 드립니다. 

3. 2023년 겨울 수련회가 2월 19일(주일)~20일(월)에 진행됩

니다. 기도로 준비해주세요. 

1. Welcome to all those who joined our worship 

service.

2. Please pray for Kyoshin who is in Korea waiting for 

sugery

3. Please pray for all those who are ill and/or 

travelling.

Ì 목장� 모임

Ì 성가대� 신년� 모임

Ì 유년부� 축복� 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