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 선교정신
그레이스교회는 선교와 전도 지향적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2003년 1월 1일
첫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레이스 교회는 미전도 종족을 대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기존의 선교사들과 협력하는 등 효과적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시대의 선교의 흐름을 반영하고 교회 구성원
모두를 평생의 선교사로 세우기 위하여 세가지의 선교 정신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PRAY
마음

GO
행동

WORSHIP
예배

선교는 마음입니다. (Pray for the lost)
우리의 마음을 담은 기도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열방의 선교사들과 현지 영혼들을 품고 기도함으로 선교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선교는 행동입니다. (Go to the world)
우리는 열방의 땅을 밟음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전도와 구제를 통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장단기 선교를 통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교는 예배입니다. (Worship with all nations)
선교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 땅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도록 하는 사역에 헌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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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선교비전

선교 가는 길 주님 오시는 길
Reaching the Lost, Preparing the way of the Lord

그레이스 선교방향
하나님께서 그레이스교회에 주신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교회가
공유하는 다음의 선교 중점 사역을 통해, ‘평생의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셀처치

해외 선교
다음 세대

청년 선교
국내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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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셀처치(Cell Church)와 함께
그레이스교회 선교의 기본은 셀처치로부터 시작합니다. 각 셀이 한 선교사를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 교육 과정을 통해 훈련을 받고, 선교지를 한 번씩
방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다음 세대(Next Generation)와 함께
교회 학교는 다음 세대 선교의 미래입니다. 모든 교사가 선교 비전을 갖도록
선교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교육 부서별로 단기선교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

3. 청년 선교 (Young Adult Mission)
미래 선교는 20, 30대를 주축으로 집중합니다. 20, 30대가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평생의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훈련하며, 국내외 선교지 방문에 힘쓰고자 합니다.

4.국내 선교 (Local Mission)
우리가 살고 있는 밴쿠버가 선교지입니다. 셀처치와 교회학교가 지역 구제
사역에 동참하고, 밴쿠버에 거주하는 원주민, 난민,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5. 해외 선교 (Global Mission)
복음을 품고 땅끝까지 나아 갑니다. ‘평생의 선교사’로 선교지의 땅을 밟으며
중보하고, 파송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하여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도와
물질로 참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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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선교 안내
1. 도시선교 (Urban Mission)
그레이스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꿈을 품고 지역
사회의 소외계층과 원주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지역사회
홈리스, 장애우, 난민을 섬기는 선교 단체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레이스교회 셀 처치와 개인 자원봉사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집 (Community of Hope Society), Vancouver East
밴쿠버 이스트 지역 도시선교
김용운 목사 (604-723-0523, comofhope@hotmail.com)
홈리스 사역, 예배사역
은혜의 집 (House of Grace Society), Surrey
써리 센트럴 및 왈리 지역 도시선교
최진우 목사 (778-846-0482, genelogos@yahoo.com)
홈리스 사역, Thrift Store 사역
리빙스톤 교회 (New-Livingstone Fellowship), Surrey
써리 센트럴 및 왈리 지역 도시선교
육근대 목사 (778-999-4131, keundaeyook@gmail.com)
홈리스 사역, 예배사역
토기장이의 집 (Potter’s Place Mission), Vancouver East
밴쿠버 다운타운 및 이스트 지역 도시선교
데보라 정 목사 (ppmission@gmail.com)
홈리스 사역
밴쿠버 밀알선교회 (Wheat Mission Society)
광역 밴쿠버 지역 장애우 사역
이상현 목사 (604-339-4417, vanmilal01@gmail.com)
미술, 음악치료교실 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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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 안내 (Volunteer Opportunities)
단체

봉사 시간

사역내용

회복의 집

토
10시

음식 준비, 예배 후 배식, 뒷정리

화, 수, 목
10시

음식 준비, 예배 후 배식, 뒷정리 (화,목)
헌옷 나눔 사역 (수)

토, 일
10시

음식 준비, 예배 후 배식, 뒷정리

토
10시

음식 준비, 예배 후 배식, 뒷정리

금, 토
10시

음식 준비, 예배 후 배식, 뒷정리
헌옷 나눔 사역

(써리)

은혜의 집
(써리)

리빙스톤
(써리)

토기장이의 집
(밴쿠버 다운타운)

희망의 집
(밴쿠버 브로드웨이)

*COVID-19의 영향으로 현재 사역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전영선 604-812-9814, rmin.gcc@gracehanin.org

그레이스 거리전도 (Evangelism)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팀/지역

시간

이름

연락처

공항

월 11:00

김희재 권사

(778)385-5374

버나비 한아름 마트

목 12:00

서진숙 권사

(778)893-4570

써리 한남 마트

토13:30

안인정 권사

(778)883-0932

써리 길포드 몰

수 14:00

장명애 권사

(778)883-5679

써리 센트럴 몰

토 10:00

소병택 형제

(604)836-4525

이슬비/이메일 전도

수 11:30

박근혜 집사

(604)753-8282

*COVID-19의 영향으로 현재 사역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박용익 권사 778-899-9411, coolpark77@gmail.com

5

2. 원주민 선교
그레이스교회는 원주민 선교(First Nations Mission)에 여러 방면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원주민은 Residential School의 상처로 백인들을 통한
선교가 어렵지만, 문화와 역사적으로 공통점을 가진 한국인과는 마음을 여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원주민 사역비전
원주민 교회개척
원주민 복음화를 위해 리저브에 복음을 전하고 자립한 원주민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원주민 지도자 양성
원주민 중에 믿음이 투철하고 리더십이 있는 성도를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교육해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주민 다음세대
원주민 선교의 비전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양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돌보도록 합니다. (1.5세나 2세 사역자 파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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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칸 미션하우스
원주민 선교를 위해 헌신한 청년 선교사들이 거주할 장소가 필요하여 2017년 2
월 그레이스 교회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헌금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
모든 성도의 정성어린 마음이 더해져서 미션 하우스를 구입하였고 2018년 5월
12일 미션 하우스에서 오픈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던칸 미션 하우스는 밴쿠버 아일랜드의 원주민 교회개척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 전임 선교사 및 인턴 선교사들의 숙소와 훈련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레이스 교회 성도들이 던칸 미션 하우스를
방문하여 원주민 선교를 이해하고 동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던칸 미션하우스 이용 안내
일정 1박 2일
대상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
신청 교회 홈페이지
내용 던칸 선교지를 방문하여 원주민 역사, 현황, 선교에 대해 배우고
원주민 선교를 기도로 참여합니다.
문의 방원영 권사 778.888.1513 wonyoung.bhang@gracehai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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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 (Mission Trip)
그레이스교회는 예배가 없는 민족에게도 경계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의 사역에 동참합니다.

지역

일정

대상

사역내용

터키 미션트립

5월

청년

VBS, 영어캠프,
문화선교

이집트 비전트립

6월

청년,장년

교회방문, 문화탐방

러미 원주민

7월

EM Youth

VBS,
전도,건축,시니어 선교

던칸 원주민

7월

KM Youth

VBS, 전도, 청소년 사역

던칸 원주민

7월

장년, 청년

의료선교, 건축선교, 미용, 등

원주민

7월

대학부

VBS, 전도, 청소년 사역

LA 컴미션 농장

9월

장년 , 청년

선교 농장 체험,선교훈련

터키 비전트립

9월

모든 성도

선교지 탐방, 문화사역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미션트립

9월

모든 성도

전도, 문화사역

캄보디아 미션트립

10월

재정교육팀

크리스찬 재정교육

Northern Village

* COVID-19 영향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안내
단기선교 신청을 홈페이지와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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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교육 (Mission School)
우리는 하나님 앞에 ‘평생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의 자리에서 선교에 동참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카이로스 선교훈련 (Kairos Course)
훈련기간 상반기 3월, 하반기 9월 예정
교육대상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
내용 카이로스 선교훈련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배우고 주님의 제자로
선교적 삶을 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레이스교회 단기선교 참가자, 선교사 파송 희망자는 필수 과정입니다.

신청 안내
선교 훈련 신청은 홈페이지와 로비 데스크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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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선교사 안내
1. 선교사 구분

선교사 준비과정을 거쳐
파송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파송 선교사

승인한 자로 선교사 파송을

실버 선교사

위하여 훈련을 준비하는 자
예비선교사로 승인된 후 교회가
요구하는 선교사 훈련과정을

만 60세 이상의 선교 헌신자로

예비 선교사

삶의 경험과 신앙의 연륜을

마치고 2년 이상 선교 사역을

통하여 현지 선교사들을 돌보고

약정하고 파송된 자

협력 사역을 하는 자비량 선교사
(사역비만 지원)

2. 그레이스 선교사가 되려면
자격요건
그레이스 멤버십으로 3년 이상 출석한 만 18세 이상의 교인

선교사로서의 확실한 부르심과 은사가 있는 자
교회의 기본적인 양육과정 또는 그에 준하는 양육과정을 이수한 자

교회의 선교 정책에 동의하는 자
정서적, 윤리적, 신체적으로�선교사역에�적합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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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으로 선교지에

대학/청년부 중에서 교회가 파송한

협력 선교사

파송된 자비량 선교사

선교사 및 파송단체로 선교경험을
위하여 2년 미만의 파송을 받은 자

그레이스교회가 인정하는

전문인 선교사

선교단체 및 교회에서

인턴 선교사

파송한 선교사

준비과정

사전준비

셀처치 참여, 교회봉사, 선교교육 참가, 단기선교 경험

선교사지원

지원심사, 선교단체 및 선교지 선정

훈련

교회가 인정하는 선교단체의 선교훈련 및 선교지 현지 답사

파송준비

후원그룹 모집, 비자 및 이주 준비

파송 및 정착

파송예배, 학교 혹은 언어훈련을 통한 현지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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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스 파송선교사
1. 주승리, 주사랑 / T국 A도시
후원팀장 전영하 권사 604-910-3522, younghajun@gmail.com
주요사역 ME Project, 교회 사역
후원셀 헤븐리, 하늘에 속한 사람, 실로암, 갈릴리 사람들, Double Share

2. 박스데반, 김섬김 / T국 I도시
후원팀장 이지은 자매 778-998-3056, jieun.lee@gracehanin.org
주요사역 한소망 프로젝트, 교회 사역
후원셀 New Journey, 또바기, 쿰바야, 최후 승리까지

3. 배다윗, 김화목 / T국 I도시
후원팀장 한상희 자매 778-321-0687, ischloehahn@gmail.com
주요사역 언어훈련, 문화사역
후원셀 만나, Faith, 향기로운, 갈대상자, 주님의사랑, 리빙스톤

4. 오성권, 성하임 / T국 D도시
후원팀장 남주형 형제 604-908-5617, njskapo@gmail.com
주요사역 언어훈련, 전도, 제자양육 사역
후원셀 산돌, 생수, 샘, 예언함, 향인, In Christ

5. 황이삭, 황주디 / AF국
후원팀장 성진일 권사 604-715-5365, infstar@outlook.com
주요사역 여성사역, 교육 사역
후원셀 등대, 하나, 푸른감람나무, 코너스톤

6. 정갈렙, 이산지 / G국
후원팀장 박규남 권사 604-720-7777, theresa_park@hotmail.com
주요사역 루트프교회, 전도 사역
후원셀 푸른초장, 맛보라, James6, 여호수아와 갈렙, 바나바, 조에

12

7. 김형제, 임사랑 / AZ국
후원팀장 한성희 권사 604-786-2449, sungheehahn@yahoo.com
주요사역 캠퍼스, 청년 사역
후원셀 헵시바, 부르심, 예수마을, 사랑안에, 우리함께

8. 진조이, 진허니 / M국
후원팀장 박수윤 집사 778-318-0852, 0911mom@gmail.com
주요사역 장애인 스포츠 사역, 마루 문화센터
후원셀 말씀사랑, 좋은나무, 함께걷는, 지금

9. 김이사야, 김평온 / E국
후원팀장 최승윤 권사 604-724-7017, seansychoi@gmail.com
주요사역 언어훈련, 제자훈련 사역
후원셀 주바라기, 주의 기쁨, 주와 함께, 하자, 원웨이

10. 임이사야, 임그레이스 / C국
후원팀장 정진하 권사 604-767-5180, jinha.jeong@gmail.com
주요사역 지도자 양성, 전도 사역
후원셀 JOY, 아름다운, 본향, 엘림, 보배로운

11. 노스데반, 하찬양 / C국
후원팀장 김대연 집사 778-828-2037, tkmech@hotmail.com
주요사역 캠퍼스, 제자양육 사역
후원셀 새삶, 아바, 잔이 넘치는, God Talk

12. 김해준, 김연환 / 캄보디아
후원팀장 안소현 집사 604-317-1913, sohyuninchrist@gmail.com
주요사역 교육사역, 교회개척
후원셀 Pure Nard, Compass, 동행, God’s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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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조용완, 한인숙 / 캐나다 원주민
후원팀장 이재원 집사 778-899-9344, soldavid39@gmail.com
주요사역 던칸 카위찬 원주민교회, 교회개척 사역
후원셀 은혜가 이끄는, 샬롬, 요셉의 꿈, 사랑

14. 김종현, 박현숙 / 캐나다 원주민
후원팀장 정우원 권사 604-318-5781, woowonj@gmail.com
주요사역 한방의료 사역, 원주민 사역
후원셀 오직 예수, 시온성, 바다, 아둘람, 브니엘

15. 이상헌, 오승현 / 캐나다 원주민
후원팀장 허윤석 집사 604-561-9885, paul.heo@gmail.com
주요사역 던칸 카위찬 원주민교회, 교회개척 사역
후원셀 복음, 물가에 나무, 주님의 용사, 참, 더 가까이

16. 강요한, 유마리아 / 한국 본부사역
후원팀장 강은경 집사 604-787-9894, kyoung69915@gmail.com
주요사역 InterCP 한국본부 사역, 선교사 훈련 사역
후원셀 예수만 보라, 포도나무, 빛의 자녀, 더드림

17. 김충성, 이온유 / 차기 사역준비
후원팀장 진민국 권사 778-345-6737, 1895@hanmail.net
후원셀 낮은 무릎, 채움과 나눔, 바실레이아, 감사

18. 최현일, 이희숙/ 군포 G샘병원 원장
전문인 자비량 선교
주요사역 선교사 건강검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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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요엘, 이모임 / T국
후원팀장 박용익 권사 778-899-9411, coolpark77@gmail.com
주요사역 난민 사역, 카이로스 선교훈련

20. 김디모데, 심마리아 / T국
후원팀장 전병규 권사 604-339-4802, byungkyu.chun@gracehanin.org
주요사역 언어훈련, 캠퍼스 사역

그레이스 협렵선교사
21. 고제란 / 프랑스
주요사역 선교사 훈련, 현지교회 협력

22. 황디모데 / E국
주요사역 교회개척, 제자양육

선교사 후원 셀처치
그레이스교회는 전교인(셀과 교육부 포함)이 파송 선교사 한 분을 지정하여
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후원하도록 돕는 선교사 별 후원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평생의 선교사’로서 파송 선교사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로 동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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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cehanin.com
rmin.gcc@gracehanin.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