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When Heaven Breaks In

말씀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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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7일

본문: 요한복음 1장 10절
설교: 존 존슨 목사

—————————————————————————————
요한복음 1장 10절:
(10절)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잊어 버립니다. 그런 현상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보았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습니까?

Life Together

1. 자신들의 일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 다른 이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4. 의심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셨으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씀이나 기도, 대화, 책 가운데, 상황이나 창조된 자연을 통해 오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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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모임 안내

@ 한인부
1. 오늘 한인 휄로우십 (12/27)
오늘 한인 휄로우십은 송년모임으로 모입니다. 맛있는 송년 식사가 있으며,
한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 일시: 12월 27일 (주일) 12:20-2:30pm
- 장소: 체육관 (Gym)
2. 송구영신 예배 (12/31)
한인부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 일시: 12월 31일 (목) 밤 11시
- 장소: 채플
3. 연말연시 한인부 예배 및 모임 안내 (12/28-1/2)
수요예배는 30일에 없습니다.
새벽기도회는 1월 2일까지 쉽니다.
중보기도모임은 12월 30일까지 쉽니다.
4. 날마다 솟는 샘물 (1월호)
2016년 1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 (1부 예배 후)나
휄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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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IVF 동역자 모임 (InterVarsity Villagers)
캠퍼스 선교단체인 InterVarsity Fellowship (기독학생회) 출신 동역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빌리지의 성도이자, 북미 북서지역 IVF 디렉터인
Pauline Fong과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캠퍼스 선교와 관련하여 여전히 함께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회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 일시: 1월 10일 (주일) 12:30-2:00pm
- 장소: Columbia A
- 문의: Pauline Fong (paulinechenfong@yahoo.com)
- RSVP by Jan 8
6. 빌리지 음식 나눔 (Village Food Bank)
빌리지 음식 나눔 사역을 통해 반즈 초등학교와 지역사회의 가정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한달동안 2,130끼니를, 2015년 11월까지
총 11,100 끼니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물품들을 기부해주시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Canned
beef or Lentil Soup; Canned Fruit (in natural juice); Canned Beans
(black, pinto, red, white); Dried Beans (pinto - bags or bulk); Jelly/Jam
(plastic container 22 oz. max); Peanut Butter (plastic contai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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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윤

임종화/민디

금 7 pm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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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6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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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메디

홍영기/진영

금 6:30 pm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Full

미정

-

금 8pm

Full

형제 목장
자매 목장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정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Full

미정

이미영

월 10am

하니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Full

1. 선교 행사 (Mission ConneXion Northwest)
북미 북서지방에서 가장 큰 선교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 일시: 1월 15-16일 (금-토)
- 장소: Sunset Presbyterian Church (14986 NW Cornell Rd)
- 등록비: 무료
- 웹싸이트: www.missionconnexion.org
2. 난민 관련 정보 (Refugee Resource Page)
국제적인 난민 상황 속에서, 이에 관한 정확한 상황 파악과 성서적-기독교적
이해와 반응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리지 선교부에서 그러한 이해와
성찰에 도움이 될만한 여러 유용한 자료들을 홈페이지에 정돈해두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한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 참조 페이지: www.vbconline.org/refugee-resources
3. 어린이 부활절 뮤지컬 (Easter Musical)
2016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빌리지 어린이 부활절 뮤지컬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 리허설이 시작되며, 2016년 봄 방학주 목요일에 공연을 하게 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의 부모님들은 어린이 사역 디렉터인 Sarah Meeds
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sarahm@vbconline.org).
4. 동역자 구함: 시설 관리 보조 매니저 (Assistant Facilities Manager)
빌리지 시설 관리 보조 매니저로 섬길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풀타임
포지션이며, 베네핏이 있습니다. 교회 시설의 관리를 행하고, 조율하는
사역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수 있고, 손재주가 있으신 분이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분들 중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추천받으신 분은
시설 관리 담당 매니저에게 이력서와 커버 레터와 함께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Mike Fraser, mikef@vbconline.org)

12/27

1/3

1/10

1/17

휄로우십 다과

송년 식사

신년 식사

자매 (김하운)

백향목

어린이 돌봄

다같이

다같이

김윤진/최설아
이윤경/이창열

이은경/조희정
천영진/유세정

주차 봉사

변상윤/
Tom Flynn

이종천/김민성

Rick Geib/
Terry Larrea

Chris Steenkolk/
이장춘

예배 안내

형제목장 (12월) & 자매목장/김하운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