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짝 놀랄 것이다!

말씀 노트

It’s a Big Surprise!

www.vbconline.org
kf.vbconline.org

2016년 2월 7일

본문: 누가복음 12장 35-48절
설교: 루이스 팔라우 선교사

—————————————————————————————
누가복음 12장 35-48절
(35절)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36절) 마치 주인이 혼인 잔치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에, 곧 열어
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되어라.
(37절)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이 허리를 동이고, 그들을 식탁에
앉히고, 곁에 와서 시중들 것이다.
(38절) 주인이 밤중에나 새벽에 오더라도, 종들이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다.
(39절)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집주인이 언제 도둑이 들지 알았더라면, 그는
도둑이 그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다.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41절)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또는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2절)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주인이 그에게 자기 종들을 맡기고, 제 때에 양식을 내주라고 시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43절)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4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45절) 그러나 그 종이 마음 속으로,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여 있으면,
(46절) 그가 예상하지 않은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주인이 와서,
그 종을 몹시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들이 받을 벌을 내릴 것이다.
(47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48절)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한다.”
——————————————————————————————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빌리지의 핵심사명
강사소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루이스 팔라우 (Luis Palau) 박사는 아르헨티나 출신의
복음전도자로 이번 주말에 진행 중인 히스패닉 휄로우십 전도집회 (Impacto)의
주강사입니다. 1959년 빌리 그래함 목사의 설교를 통해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였으며, 빌리 그래함의 서반아어 통역자로 시작하여, 빌리 그래함의 오랜
친구이자 동역자입니다. 75개국의 약 3천만명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현재는 팔라우
전도협회를 통해 젊은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 사역에 집중하여 참여하고
계십니다.

균형 잡힌 성장 (Pursuing Truth)
종말론적 예배 (Responding in Worship)
샬롬 공동체 (Marked by Love)
변혁 공동체 (Living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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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 목장
이종천/지은

금 7:30 pm

105도

정현균/기숙

미엔

Full

라윤

임종화/민디

금 7 pm

Full

금 8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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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6:30pm

Full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Full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Full

메디

홍영기/진영

금 6:30 pm

Full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Full

미정

이청호

금 8pm

형제 목장
자매 목장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Full

미정

이미영

월 10am

하니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1. 2016년 한인 사역
오늘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2016년 한인부의 사역 방향에 관한 발표가 있으며,
오늘을 기점으로 사역팀의 트랜지션이 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맡은바 사명을
신실히 감당해주신 성도님들과 코디, 팀장님, 목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혹은 새로운 마음으로) 맡겨주신 역할과 자리에서 꾸준하고 성숙한 기쁨으로
섬기는 2016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2016년 한인부 주요 일정
- 2016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3월 6일 - 5월 15일
- 2016년 말씀집회: 5월 20-22일
- 2016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9월 18일 - 12월 4일
- 2016년 미션 셀러브레이션: 10월 8-9일, 15-16일
3. 장지선 (Ellie Chang) 전도사 부임
이번 2월부로 한인 사역에 참여할 장지선 전도사님 (Minister In-Training)이
부임하셨습니다. 자원봉사로 섬겨주시고, 주된 사역은 ‘중고등부 사역’과 ‘한인부
행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살아내는
사역자로 계속해서 빚어지시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동역을 기대합니다.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기니

@ 한인부

4.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 셀라 예배 (2/10, 7pm @ 대예배당)
오는 수요일은 Ash Wednesday 셀라 예배로 빌리지 공동체가 함께 모입니다.
교회력은 부활절 직전 40일을 가리켜 사순절이라고 부르며, 사순절의 시작이 Ash
Wednesday (재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기독교 전통적으로, 이 날에는
인간의 죄와 유한성, 인생의 무상함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는
의미로, 이마에 물에 적신 재를 갖고 십자 성호를 긋는 관습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이름이 유래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속죄의 의미를
기억하는 Ash Wednesday 셀라 예배에 참여하여, 뜻깊은 사순절의 시작이
되시길 바랍니다. 당일은 한인 수요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5. 날마다 솟는 샘물 (2월호)
2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 (1부 예배 후)나 휄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4. 캐나다 클렘투 (Klemtu) 단기선교 (2/13-14, 2/20-21)
고등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캐나다 클렘투 단기선교 안내를 로비에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원주민들과 사역하게 되며, 지난
십수년동안 빌리지는 클렘투의 청소년/청년들과 복음을 나누어 왔습니다.
(문의: Andrew Matteson, matteson@naim.ca)
5. 2016년 중고등부 수양회 (Theophilus) (3/18-3/21)
Theophilus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중고등부 페이지에서 온라인
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Dan Son, DanS@vbconline.org)
6. Willamette Valley 파이 (Pie) 모금 (2/1-21)
중고등부 캠프와 컨퍼런스 후원을 위해, 학생들이 윌라멧 밸리 파이를 주일예배
사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파이데이(3/14)나 부활절(3/27)에 꼭 맞는
파이입니다. 주문은 2월 22일 정오까지 가능합니다.
7. 여성 수양회 2016 (2/12, 7pm - 2/14, 1pm)
2016년 빌리지 여성수양회 등록을 오늘 마감합니다. 안내 브로셔가 로비와
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8. 아버지와 아들 수양회 (Father & Son Retreat) (3/11-13)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빌리지 형제들과 함께 여러 야외 활동과 음식을 즐기고,
예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교회 사무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일: 3월 6일)
9. 인도 단기선교팀 복귀 (2/10)
인도 단기선교팀이 2월20일 저녁 6시 32분 알라스카 항공기 #387편으로
돌아옵니다.
10. 빌리지 식품 기부 (Village Food Bank)
아래 음식을 Food Bank에 기부해 주시면 지역사회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Canned Beef Stew, Canned Chicken/Turkey, Canned Tuna/Salmon,
Cereal (low sugar, high fiber), Jelly/Jam (plastic container, 22oz max),
Oatmeal(42oz max), Whole Grain Spaghetti/other Pasta
11. 빌리지 셔틀버스 운전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하실 분은 Connect Card에 연락처와 함께 ‘Shuttle Team’ 이라고 작성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매달 한차례 (2시간반) 사역하게 됩니다.

@ 온 교회
1. 미로 기도회 (Worship Labyrinth) (2/15-19, 5:30am-9pm @ 대예배당)
빌리지 미로 기도회는, 미로를 지나면서 곳곳에 마련된 스테이션에 머무르며,
안내문을 따라 묵상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이고 친밀한 교제를 돕고자 하는 취지의
기회입니다. 고등학생부터 참여할 수 있으며, 한국어 트랙이 있고, 총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홈페이지나 교회 로비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abyrinth.vbconline.org)
2. 도약의 때 (A Season of Transition)
인수 위원회 (Transition Committee)가 발족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은퇴
예정과 함께 자연스럽게 찾아온 변화의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새로운 도약을
분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체를 대표하는 위원회 섬김이들의 지혜로운
섬김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 사역 예산안 투표 결과
지난 주에 실시한 투표에서 2016년 사역 예산안과 모든 장로 후보자들 및 인선
위원회 후보자들이 공동체의 압도적인 지지로 가결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감사합니다 (Staff Recognition)
지난 5년간 중고등부 학생들과 가족들을 위해 사역하신 Dan Son 전도사님과
지난 10년동안 한국어 통역으로 사역해주신 조충훈 형제님의 신실하고 헌신적인
사역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7

2/14

2/21

2/28

휄로우십 다과

105도

미엔

IMAN

MK

어린이 돌봄

김윤진/최설아
노현주/전혜경

이은경/조희정
이윤경/이창열

-

-

주차 봉사

조성갑/박범찬

유광현/홍영기

-

-

예배 안내

백향목/하니 (2월) & MK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