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말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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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누가복음 8장 22-25절
초청강사: 폴린 퐁 (Pauline Fong)

—————————————————————————————
누가복음 8장 22-25절:
(22절)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출발하여
(23절) 배를 저어 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는 잠이 드셨다. 그런데 사나운
바람이 호수로 내리 불어서, 배에 물이 차고, 그들은 위태롭게 되었다.
(24절) 그래서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고서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깨어나서,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바람과 물결이 곧 그치고 잔잔해졌다.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두려워 하였고,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호령하시니, 바람과 물조차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
갈릴리 호수에서 폭풍을 꾸짖어 가라앉히신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믿음은 무엇이었습니까?

Life Together

예수님께서는 오늘 예배 때 읽은 로마 군대 백부장에게는 그의 믿음을 칭찬
하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하였기에 그를 칭찬하셨습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까?

삶으로 말씀 읽기
1. 나의 삶과 내 주변의 삶 가운데 다가온 폭풍은 어떤 것입니까?
What storms are happening in your life/the lives of those
around you?
2. 그 폭풍들에 현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How are you responding/dealing with them?
3.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서처럼,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까?
Where has Jesus been present? Where has it seemed like
Jesus has been sleeping?
4.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respond to Jesus’ question, ‘Where is your
faith”?
5.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과 권위를 신뢰하도록 부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How is God calling you to believe in His power and authority?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21)
빌리지는
진리를 추구합니다
예배로 응답합니다
사랑을 표현합니다
복음의 삶을 삽니다

330 SW Murray Blvd, Beaverton, OR, 97005
503-643-6511 (교회)

교회 소식 및 행사

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이 12:15-1:15시까지 있습니다.
커피와 떡을 나누면서,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주신 감동을 나누고, 사귐을 갖는 모임입니다.
친교시간에 자녀들을 위한 모임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체육관)

자녀들을 위한 모임 안내
수요일: AWANA 6:30-8:15pm
주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살 (136호), 3살 (130호), 4살 (236호), 5살 (235호),
1-5학년: Promise Land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대예배실,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 한인부
1. 2015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인 휄로우십 후,
벽난로방에서 식사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나정우 형제, 나찬미 자매 @ 135번방).
2. 침례식 (Baptism)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최규진 목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은 11월 29일 (주일)이며, 침례교육이 2주간
있습니다
- 침례식 일정: 11월 29일 (주일), 주일예배
- 침례교육: 11월 15일 & 22일, 8:30-10:30am (한인부 사무실)
3. 한인부 도서관
새로운 도서가 입고되었습니다. 옆 페이지의 목록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도서관에 무료도서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의 도서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5. 고등부 게임 나이트 (Student Ministries Game Night)
고등부 게임 나이트가 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의 참여를 적극 권면 드립니다
(문의: Dan Son, dans@vbconline.org)
- 일시: 11월 13일 (금), 7:00-9:30pm
- 장소: North Village
6. 어머니 모임 (It Takes a Village Playgroup)
0-6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교제모임이 있습니다. 매달 둘째, 넷째 금요일에
모입니다 (문의: Linda Feldhan. linda.feldhan@gmail.com).
- 일시: 11월 13일 (금), 9:00-11:30am
- 장소: Fellowship Halls
7. Portland Rescue Mission 사역을 위한 양말과 바지 도네이션
PRM을 통해 포틀랜드 지역의 Homeless 형제 자매들에게 양말과 바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새 양말이나 적절한 바지를 도네이션 하실 수 있는 분은
교회 곳곳에 배치된 PRM 박스에 12월 18일까지 넣어주시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Insil Kang. insilk@vbconline.org)

◈ 수 요 예 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 벽 기 도 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 보 기 도 회 - 월요일 7:30pm (형제 : 231번방 / 자매 : 윌라멧 A)
- 수요일 9:30am (자매 : 휄로우십홀)

@ 온 교회
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5가정이하(부부목장) 또는 8명이하(형제, 자매 목장)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부부 목장
기니

이종천/지은

금 7:30 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105도

정현균/기숙

금 8:30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스팍스

박진환/미희

주일 2:30 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라오까이

김만겸/영화

주일 2pm

IMAN

신성우/일지

금 7:30 pm

Full

미정

황성헌/순옥

미정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Full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메디

홍영기/진영

금 6:30 pm

Full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라윤

임종화/민디

금 7 pm

형제 목장
미정

최규진

금 8pm

자매 목장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정

김하운

목 10am

Full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미정

이미영

미정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Full

Full

1. 오늘 주일예배 (11/8)
오늘 대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Pauline Fong은 20여년동안 대학생
선교사역에 참여하였으며, 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 (IVF)의 미국
북서지역 (Oregon, Washington, Idaho, Alaska) 대표간사입니다. Fuller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였으며, 남편 Brian과 두 자녀 (Caitlyn, Caleb)가
함께 포틀랜드로 이사 온 이래 2년전부터 빌리지의 성도입니다.
2. 어린이 사역 봉사자 모집 (AWANA)
AWANA (어와나)는 3세부터 5학년까지의 어린이들을 위한 영적 양육
프로그램이며, 해마다 9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5-2016년 AWANA 학기에 부족한 손길을 채워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한인 어린이들의 참여율이 매우 높기에 한인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봉사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매주, 혹은 격주, 혹은 한두달에 한번씩
보조교사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이 기회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적극 권면드립니다
(문의: 황진희 자매).
3. 재정 및 사역 업데이트
장로회에서 주최하는 빌리지의 가을 재정 및 사역 보고회가 열립니다. 사역과
스태프들에 관한 계획 및 재정 현황과 내년 계획에 관한 내용들을 업데이트 하는
시간입니다.
- 일시: 11월 15일 (주일), 오후 6시
- 장소: 대예배당 (Sanctuary)
4. 2016년 빌리지 가족 수양회 (8/9-14, 2016 @ Nehalem Bay)
2016년 빌리지 가족 수양회의 등록이 시작되었으며,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서는 로비나 교회 사무실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Susan Moore, susanm@vbconline.org).

한인부 도서관의 신간을 소개합니다:
1.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로완 윌리엄스 (복있는사람)
2. 가족: 가슴 시리도록 그립다. 김남준 (생명의말씀사)
3. 쇼핑이 죄가 될때. 미셀 곤잘레스 (포이에마)
4. 인생교과서, 예수. 차정식 (21세기북스)
5. 왕의 신부. 애슐리 박 (두란노)
6. 킹덤 패밀리. 애슐리 박 (두란노)
7. 하늘 아이들: 선교사도 모르는 선교지 이야기. 한국선교사 자녀들 (예영)
8.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크레이그 블롬버그 (IVP)
9. 예, 하나님. 이삭 (문광서원)
10. 미션 파서블. 이재환 (두란노)
11. 무릎선교사. 컴미션 (두란노)
12. 통일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 전우택 (새물결플러스)
13. P31: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 하형록 (두란노)
14. 기도. 팀 켈러 (두란노)

11/8

11/15

11/22

11/29

휄로우십 다과

스팍스

바마코

라오까이

우간다

어린이 돌봄

이은경/조희정
이윤경/이창열

박주애/장경림
천영진/유세정

홍영선/신윤선
나찬미/박영미

김윤진/최설아
이남순/노현주

주차 봉사

황호세/전동명

변동준/이창열

조성갑/박범찬

유광현/홍영기

예배 안내

기니/백향목 (11월) & 형제목장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