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구분 시간 장소 담당자

1부 장년 예배

영아부 영아부실 손미연

김사랑

신성민

Kevin Her, 김충민

최연경, 최하나

최연경, 최하나

Joshua Kim

Phil Sung

드림홀유치부

유년부

2부 초등부

3부 초등부

2부 Youth

3부 Youth

청년 1부

오전 8시

오후 12시

2부 장년 예배 오전 10시

오전 10시/12시

오전 10시/12시

오전 10시/12시

오전 12시

오전 10시

오후 12시

오후 2시

오전 10시

그레이스 채플

그레이스 채플

3부 장년 예배

새벽기도회

수요 예배 비전홀

샬롬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저녁 7시 30분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계절에 따라 오전.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금요 부흥회 그레이스 채플

그레이스 채플

오후 12시

오후 2시

월-금 오전 6시

청년 2부/영커플(둘로스) 비전홀/샬롬홀

Grace Life 비전홀

벧엘홀

비전홀

벧엘홀

샬롬홀

WORSHIP SERVICE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지역별 담당 사역자

박신일 목사 담임목사

팀장 : 김은주 권사 ㅣ 778.862.5012

1부  : 우혜경 권사 ㅣ 778.858.3690

2부  : 김인미 권사 ㅣ 604.308.2590

3부  : 최경옥 권사 ㅣ 778.899.3691

새가족 환영팀

ㅣ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김형석 목사     ㅣ 778.869.8603

포트무디, 코퀴틀람, 핏메도우, 포트코퀴틀람, 메이플릿지

김승환 목사     ㅣ 604.353.7695

써리2 (프레이져하이츠)

홍두표 전도사 ㅣ 778.954.9879

써리3 (싸우스 써리, 화이트락)

한상훈 목사     ㅣ 778.985.8520

써리1(길포드, 플릿우드, 월리/뉴튼)

조상현 목사     ㅣ 604.362.5334

써리4 (델타/라드너 , 랭리, 아보츠포드, 미션, 칠리왁, 아브라함사라회)

이경섭 목사     ㅣ 604.992.9850

노스쇼어, 다운타운, 밴쿠버, 리치몬드,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VISION

ㅣ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영원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영원한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살아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밴쿠버 한인사회의 비그리스도인 50%이상에게 사랑으로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에게 맡기신 민족들을 품고 기도하며, 땅끝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복음을 들고 자신의 전문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양육과 훈련, 그리고 셀처치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과

일터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스템과 모험적인 사역모델을 시도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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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

물이 넘쳐흐르는 시냇가는 결코

마르지 않는 말씀의 풍성함을

상징합니다. 그 말씀의 샘에서

나무는 자라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나무는 샘물을 마신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뿌리내린 시냇가의 나무는

가지를 뻗습니다.

가지는 성도들의 신앙공동체인

Cell Church를 상징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가지를 통해 나무는 시절을

좇아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 돌아온 소중한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말씀의 샘을 마시는 교회는 가지를

통해 지속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Cell Church

ㅣ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교회하나님의 말씀

복있는 사람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에

깊이 발을 담그고 사는 자의 축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있는 사람들로열매 맺는 은혜의 공동체로 나아갈 것입니다.

ㅣ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그레이스 한인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교인번호를 발급해 드립니다.

교인번호는 새가족 등록 후에 개별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개인 Tax 보고에 필요한 헌금 영수증은 기재하신 교인번호를

통해 발급해 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전에 교인번호없이 성함만으로 헌금을 하신 경우에도

교인번호가 부여된 후에 통합하여 헌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헌금안내

Membership

l 멤버십교육안내 l 

그레이스한인교회에 등록하여 교회 가족이 된 사람을

그레이스 멤버십 이라고 부릅니다. (편의상 멤버십)

성도 자신이 교회의 한 가족임을 알게 하여 예수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온전히 헌신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레이스 멤버십과정을 수료하고 멤버십 헌신서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성도님의 멤버십교육 날짜는               월                일 (주일)

저녁               시                분 입니다.



셀처치(Cell Church)란?

셀처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셀처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Experiencing God

ㅣ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ㅣ GRACE HANIN COMMUNITY CHURCH

셀처치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삶의 변화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경험합니다.

Sharing Our Life

믿음 안에서 자신의 삶을 나눔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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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ing Our Neighbor

한 영혼의 소중함을 가슴에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 증거를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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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plying Cell Churches

주님의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가듯이 영적 재 생산을 통해 셀의 

분가를 경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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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Cell)이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작지만 핵심적인 단위이듯이 셀처치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처치가 모여 유기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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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혹은 연령별, 개인상황(여성, 남성, 부부)을 고려하여 적합한 셀을

선택하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01

셀의 상황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심방위원 혹은

지역담당목사의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02

개인적으로 교회홈페이지 (www.gracehanin.com)에서 현재 활동중인 셀을

살펴보실 수 있고,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셀에 대한 소개는 셀처치

담당사역자에게 문의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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