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 노트

원인이 신체적인 것 이외의 것일 수 있습니까
Could it be more than physical?

www.vbconline.org
kf.vbconline.org

2016년 2월 14일

본문: 누가복음 13장 10-17절
설교: 존 존슨 목사

—————————————————————————————
누가복음 13장 10-17절
(10절)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11절) 그런데 거기에 열여덟 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12절)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13절)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4절)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15절)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16절)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열여덟 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
사람이 병에 걸리는 이유는 여러가지 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는 1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그동안 사탄에게 매여있었다고 하시면서
그 여자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원인은 아닙니다. 사람이 병에 걸리면
우리는 다음 네가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육신의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죄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인가?
2. 육신의 고통의 원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죄 때문인가?
3. 육신의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 때문인가?
4. 육신의 고통의 원인은 마귀 때문인가?
삶으로 말씀 읽기:
1. 예수님께서는 왜 종종 안식일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날 치유해주셨습니까?
Why did Jesus often choose to wait and heal on the Sabbath?
2. 성도님께서는 교회 장로들을 불러 자신의 병에 대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Have you ever called for the elders to pray over your sickness?
Would you?
3. 우리가 단지 본문을 읽고 병에 대해 잘못 판단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are some common misjudgments we can make about sickness
by just reading this text?
4. 자신이나 다른 사람 병의 배후에 마귀가 분명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Have you ever sensed that behind a sickness in you or someone else
the adversary is clearly a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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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지의 핵심사명
균형 잡힌 성장 (Pursuing Truth)
응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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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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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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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한인부
1. 금주 새벽기도회 (2/15-19 @ 5:30am)
금주 대예배당에서는 오전 5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미로 기도회 (Labyrinth)
가 진행됩니다. 한인부 새벽기도회는 채플 (Chapel)에서 있습니다.
2. 2016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2016년 봄학기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정규 과정은 2월 28일 (주일) 준비모임을 갖고, 3월 6일
부터 시작합니다.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소개와 등록은 오늘
휄로우십 시간의 별도의 안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등록은 2월 28일까지
휄로우십이나 목장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다른 형제 자매들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과정 기간 중 한두차례, 주일 오후에 어린이 돌봄으로 섬겨주실
수 있는 분은 신청서를 통해 자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정

일정

기간

인도자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1:1)

개별논의

4주

개별논의

풍성한 삶의 첫걸음 (1:1)

개별논의

4주

개별논의

변화의 삶 (주일반)

주일 1:50-3:50pm

11주: 3/6-5/15

이장춘 형제
최규진 목사

변화의 삶 (주중반)

금요일 9am-11am

11주: 3/4-5/13

최규진 목사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일 1:50-3:50pm

11주: 3/6-5/15

이종천 형제

성경일독반 (구약)

주일 1:50-3:50pm

11주: 3/6-5/15

김광현 선교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 훈련

토요일 9am-11am

4주: 4/23-5/14

최규진 목사

리더십 훈련: 선교적 공동체론

토요일 9am-12pm

5주: 3/12-4/9

최규진 목사

3. 침례식 (Baptism)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2월 28일까지 최규진 목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은 3월 27일 (주일)이며, 3월 중에 침례교육이
있습니다.
4. 어린이 사역 안전교육 (Safety Training)
빌리지에서 어린이 사역/돌봄에 참여하는 모든 봉사자들은 매 2년마다 안전 지침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어린이 사역/돌봄으로 섬기고 계신 분들 중,
지난 2년내 안전 교육 클래스를 수강/갱신하지 않은 분들은 이번 기회를 활용
해주시길 권면 드립니다 (문의: 김윤진 자매).
- 일시: 2월 21일 (주일) 1:30-2:45pm
5. 무릎선교사 모임
무릎 선교사 2월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2월 20일 (토) 7-9am
- 장소: Fellowship Hall - West
6. 새싹회 모임
새싹회 2월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 이희복 자매).
- 일시: 2월 22일 (월) 11:30am
- 장소: Fireside Room

7. 한인 중고등부 모임
오늘 휄로우십 시간부터 한인 중고등부 휄로우십은 Willamette C에서 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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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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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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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3월 18-21일
- 장소: Black Lake Bible Camp
- 비용: $189 (2월 15일까지), $219 (2월 29일까지)
4. Willamette Valley 파이 (Pie) 모금 (2/1-21)
중고등부 캠프와 컨퍼런스 후원을 위해, 학생들이 윌라멧 밸리 파이를 주일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문은 2월 22일 정오까지 가능합니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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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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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2/21

2/28

3/6

휄로우십 다과

미엔

IMAN

MK

메디

어린이 돌봄

장경림/김윤진

이미혜/신윤선

최설아/김윤진

-

주차 봉사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신성우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예배 안내

백향목/하니 (2월) & MK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