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me and See
와 보라 [요 1:39]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교육부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열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또 다시 볼 것을 기대합니다.

함께 오셔서 주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어요?

I. 하나님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선생님으로 학생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행할 때 학생들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II. 우리가 더 성장해갑니다

섬김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경험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역할에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공급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채우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더 주님과 닮아가도록 돕습니다.

[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 시편 66:5

[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 요한복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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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 LITTLE LAMBS

비전 |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예배와 말씀을 배워요.

예배 | 주일 오전 10시(2부), 12시(3부) 

문의 | 이지혜 집사 / jihye.Lee@gracehanin.org

영아부 (0-2세)

HIS DREAMERS

비전 |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꿈을 품는 주님의 꿈쟁이예요.

예배 | 주일 오전 10시 (2부), 12시 (3부) 

문의 | 김사랑 전도사 / sarang.kim@gracehanin.org

유치부 (3-5세)

HIS LITTLE LIGHTS

비전 |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요.

예배 | 주일 오전 10시 (2부), 12시 (3부) 

문의 | 신성민 전도사 / seongmin.shin@gracehanin.org

유년부 (GR 1-3)

HIS TRANSFORMERS

비전 |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예요.

예배 | 주일 오전 10시 (2부), 12시 (3부) 

문의 | 최연경 전도사 / lauren.choi@gracehanin.org

초등부 (GR 4-6)

CM WORSHIP

비전 |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어린이 예배자를 길러내요.

각 부서 예배 및 어린이 찬양팀 (SHOUT) 양육

문의 | 최하나 전도사 / hana.choi@gracehanin.org

어린이 찬양과 율동

CHILDREN'S MINISTRY YOUTH MINISTRY

교사 지원 및 부서 관련 문의처
교육부 DIRECTOR       Lauren Choi (최연경) 전도사    |    lauren.choi@gracehanin.org

교육부 ASSISTANT DIRECTOR       Phil Sung (성필원) 전도사    |    phil.sung@gracehanin.org

HIS JOY

비전 |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님을 배워가는 지체들

예배 | 각 부서 예배시간 

문의 | 황보경옥 권사 / kyungok.hwangbo@gracehanin.org 

* His Joy 청년1부는 주일 오후12시(3부)에 있습니다. 

스페셜 케어

ABLE

비전 |  Numbers 13:30“...for we are well ABLE to overcome it.”

예배 | 주일 오후 2시

문의 | 성필원 전도사 / phil.sung@gracehanin.org

청년1부 (18-25세)

SPECIAL CARE MINISTRY

COLLEGE MINISTRY

학생부 (GR 7-12)GEM YOUTH

비전 | Blessed by God to Bless Others

예배 | EM Youth 주일 오전 10시(2부)

문의 | Josh Kim (김현진) 전도사 / joshua.kim@gracehanin.org

          Bessie Lee 간사 / bessie.lee@gracehanin.org

학생부 (GR 7-12)CLAY YOUTH

비전 | Blessed by God to Bless Others

예배 | KM Youth 주일 오후 12시 (3부)

문의 | Phil Sung (성필원) 전도사 / phil.sung@gracehanin.org

          신서원 간사 / seowon.shin@gracehanin.org

YOUTH DIRECTOR | Josh Kim (김현진) 전도사CM DIRECTOR | Lauren Choi (최연경) 전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