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영적 잠재력을 발휘하며 사는 것
Living up to our Spiritual Potential

말씀 본문 및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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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1월 15일

본문: 누가복음 9장 37-43절
설교: 존 존슨 목사

—————————————————————————————
누가복음 9장 37-243절:
(37절)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큰 무리가 예수를 맞이하였다.
(38절) 그런데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를 크게 내서 말하였다.
“선생님, 내 아들을 보아주십시오. 그 아이는 내 외아들입니다.
(39절) 귀신이 그 아이를 사로잡으면, 그 아이는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또 귀신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상하게 하면서 좀처럼 떠나지 않습니다.
(40절)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청하였으나,
그들은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41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참아 주어야 하겠느냐?
네 아들을 이리로 데려오너라.”
(42절) 아이가 예수께로 오는 도중에도,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리고,
경련을 일으키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악한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셔서, 그 아버지에게 돌려주셨다.
(43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놀랐다.
—————————————————————————————

9장의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사역을 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그후에 제자들은 본문의 귀신들린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있다고 꾸중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1. 예수님께서는 새 시대를 열어 놓으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능력과 권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Life Together

3.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과 하나로 연합 시키셨습니다.
4. 예수님께서는 다스리고 기도하시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5.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습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2.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매일 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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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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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톰 롸이트 (IVP)

(요한복음 17:21)
삶으로 말씀 읽기
1.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약속의 말씀 (롬8:9)이
나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2.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5:16)는 말씀에 귀기울이고 있습니까?
3.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의 모습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4. 무엇에 놀라고 있습니까? 삶의 역경이나 부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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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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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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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목장
금 7:30 pm

라윤

임종화/민디

금 7 pm

105도

정현균/기숙

금 8:30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스팍스

박진환/미희

주일 2:30 pm

IMAN

신성우/일지

금 7:30 pm

Full

라오까이

김만겸/영화

주일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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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정

최규진

금 8pm

2. 침례식 (Baptism)
11월 29일 주일예배에서 침례식이 있습니다. 해당 성도님들은 아래의 해당
침례 교육에 참여하여 주십시오.
- 침례식 일정: 11월 29일 (주일), 주일예배
- 침례교육:
(a) 한인 장년: 11월 15일 & 22일, 8:30-10:30am (한인부 사무실/최규진 목사)
(b) 중고등부: 11월 22일 (주일), 12:20-1:20pm (North Village/Dan Son)
(c) 초등부: 개별만남 (Sarah Meeds)

4. 무릎선교사 모임 (11/21)
무릎선교사 11월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11월 21일 (토) 7-9am
- 장소: Fellowship Halls - West

한인부 목장 안내

이종천/지은

1. 2015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한인 휄로우십 후,
벽난로방에서 식사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황진희 자매, 조희정 자매 @ 135번방).

3. 한인부 도서관
새로운 도서가 입고되었습니다. 주보 뒷 페이지의 목록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덧붙여 도서관에 무료도서 섹션이 있습니다. 이 섹션의 도서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기니

@ 한인부

Full

Full

5. 연말 목자모임 (12/5)
한인부 목자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12월 5일 (토) 6-8pm
- 장소: Columbia A
6.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은 일: 백일
하나님께서 황호세 형제님과 황지현 자매님 가정에 딸 황예음 (Josephine)을
선물로 맡겨주신지 오는 주로 꼭 100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한인 휄로우십 다과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7.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은 일: 득녀
지난 주일 (11/8), Andy Peloquin 형제님과 박주애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째 자녀 (박성희, Lael)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 히스패닉부 예배의 밤 (Hispanic Fellowship Night of Worship)
히스패닉 휄로우십에서 인도하는 예배의 밤에 모든 성도를 초청합니다. Jimmy
Ruiz가 새로운 찬양앨범을 발표하고, 그외 여러 찬양팀들이 함께 합니다
(Cuahtemoc Atrian, Daniel Monroy, Levi Band, Shekinnah Dance
Ministry).
- 일시: 11월 20일 (금) 7:30pm
- 장소: 대예배당 (Sanctuary)
3. 다문화 성탄축제 (Gifted by God to Give)
빌리지 여성사역부에서 주도하는 다문화 성탄축제가 자매들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교회 홈페이지에서 11월 29일까지 등록하시고, 회비는
$5이며, 빌리지 외부 방문객들에게는 무료입니다. 0-3세의 아이들을 돌보는
Childcare가 있습니다.
- 일시: 12월 4일 (금) 7-9pm
- 장소: 빌리지 채플 (Chapel)
4. 천사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 (Breakfast with an Angel)
4세부터 유치부 (Kindergarten)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천사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가 있습니다. 팬케익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성탄에 대한
이야기와 기쁨을 공감하는 시간입니다. 로비의 안내데스크를 참조해주십시오.
- 일시: 12월 12일 (토) 9-11am
- 장소: 체육관/벽난로방 (Gym/Fireside Room)
5. 가족예배 및 미션 이벤트 (Be the Gift: Family Serve Event)
‘Be the Gift’라는 주제의 가족예배 및 미션 이벤트는 가족이 함께 모여 성탄을
즐거워하며 이웃을 섬길수 있는 기회입니다. 12월 12일 (토) 오전 11:30에
교회에서 모여 가족이 함께 식사하고, 가족마다 미션을 추첨하게 됩니다. 이후,
3시까지 해당 미션을 가족별로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3시에 다시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하며, 서로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자녀를 둔 모든 가족의
참여를 권하며, 12월 5일까지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나 어린이 사역 코디이신
황진희 자매님께 신청해주십시오.
- 일시: 12월 12일 (토) 11:30am-4:30pm
- 장소: 빌리지 채플 (Chapel)
6. 4-5학년 동물원 성탄파티 (Zoo Lights 4th & 5th Grade Christmas Party)
초등학교 4-5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동물원 성탄파티가 있습니다. 회비는
10불이고, 입장료와 열차 탑승을 포함합니다. 따뜻하게 옷을 입고, South Village
주차장에서 만나서 함께 교회 버스로 이동합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해주십시오.
- 일시: 12월 4일 (금) 6:30-9pm
- 만남장소: 빌리지 남쪽 주차장 (South Village Parking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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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목장
@ 온 교회

자매 목장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정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Full

미정

이미영

월 10am

미정

황순옥

수 11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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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5

11/22

11/29

12/6

휄로우십 다과

바마코

라오까이

우간다

레바논

어린이 돌봄

박주애/장경림
천영진/유세정

홍영선/신윤선
나찬미/박영미

김윤진/최설아
이남순

이은경/조희정
노현주/전혜경

주차 봉사

변동준/이창열

조성갑/박범찬

유광현/홍영기

신성우/홍영기

예배 안내

기니/백향목 (11월) & 형제목장 (1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