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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존 존슨 목사

————————————————————————————————
누가복음 13장 18-21절
(18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19절)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20절)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21절)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
————————————————————————————————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왔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디에 있으며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아마 금은보화가 가득한 커다란 성, 오직 선한 것만
존재하는 이상향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낙원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1.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평범한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2.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뜻 알아들을 수 없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3.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안 좋은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가십시오
2. 겉으로 보이는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 것도 안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없는 것 같지만 단지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태초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조용해 보이시는 것 같아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1.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평범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Where might the ordinary in your life be where God is working most?
2.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 정치적인 힘을 넘겨다 보는 경향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Could it be you are also prone to look to political power to advance
God’s kingdom?
3. 숨겨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는 이 세상 가운데 놀랍게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Can you point to places where the hidden work of God is doing
something extraordinary—maybe in your life—or places in the world?
4.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에 맞추어 나가고 계십니까?
Are you in step with God’s “cons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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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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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amett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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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투르카나

Full

라윤

임종화/민디

금 7 pm

Full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Full

금 7:30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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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목장
미정

이청호

금 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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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단기선교 안내 (2/27-28, 3/5-6)
2016년 레바논 단기선교 안내가 오늘과 다음 주일에 로비에서 있습니다.
선교기간은 6월 22일부터 7월 10일이며, 어린이 사역, 지역사회개발 사역,
구호 및 기도사역, 의료 및 공중보건교육 사역, 치과 사역, 미디어 사역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문의: Leslie Erickson, lesliee@vbconline.org).

교회 소식 및 행사

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 한인부

1. 2016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한 2016년 봄학기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와 한인 휄로우십에서 별도의 안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등록은 오늘 (2/28)까지 휄로우십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변화의 삶 (주일반, 주중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성경일독반 (구약)'은 오늘
휄로우십 직후, 체육관에서 준비모임 (1시 20분 - 1시 50분)이 있고, 나머지
과정들은 별도의 준비 모임이 없이 인도자가 수강하시는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덧붙여, 다른 형제 자매들이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과정 기간 중 한두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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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침례식 (Baptism)
침례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기쁨을
공동체와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2월 28일)까지 최규진 목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례식은 3월 27일 (주일)이며, 3월 중에 침례교육이
있습니다.
3. 어린이 리코더 성가대 (Mission Choir)
한인 초등부에서 리코더 성가대에 관심 있는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Mission
Choir라는 이름으로 시작되는 리코더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
진정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서로 하나됨을 이뤄가는 시간입니다.
음악적 감성과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해 은사를 발견하고, 섬김의 기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3월 13일에 학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문의: 홍영선 자매).
4.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고 싶은 일: 득녀
지난 월요일 (2/22), 이광석 형제님과 황진희 자매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셋째 딸
(이예빈, Grace)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 날마다 솟는 샘물 (3월호)
3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휄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2. 인도 선교보고 (3/5-6 매 예배 후 @ Gym)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2016년 빌리지 인도 단기선교팀의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에 관해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며, 한인 휄로우십은 선교 보고 관계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3. 노후 생활 (Blueprint for Aging) 세미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여러가지 변화와 이상 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방법과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정보들을 안내하는 세미나 입니다. 사회복지, 노인학 전문가들이 강연해
주실 것 입니다. 안내 데스크나 교회 오피스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일시: 3월 12일, 오전 9시-12시
- 장소: Willamette Room
- 참가비: $5 (조식 포함)
4. 유산 계획 (Estate Planning) 세미나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는 어떻게 사느냐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죽음
에 관한 생각은 현재의 삶의 방향과 질서를 더욱 가치있게 정돈해주는 역할을 해
주곤 합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 일시: 3월 19일, 오전 9시-10:30
- 장소: Columbia room
5. 비버튼 심포니 오케스트라 콘서트
비버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빌리지 대예배당을 사용하여 공연을 합니다. Igor
Stravinsky, Franz Liszt, Gustav Holst의 곡을 연주하며, 기타 정보는
www.beavertonsymphony.org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일시: 3월 11일(금) 오후 7:30 / 3월 13일(일) 오후 3시
- 장소: 대예배당
6. 아이방(nursery) 구인 안내
교회 아이방에서 일하실, 아이를 사랑하는 21세 이상의 여성분들을 구합니다. 파트
타임 자리이며 일하실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은
Scott Moore(scottm@vbconline.org)에게로 이력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7. 2017 터키 성지순례 안내 모임 (3/17 오후 7-8:30 @Columbia B)
2017 터키 성지순례 신청 마감 전 마지막 안내 모임입니다. 모임에 참석하고
싶으신 분들은 memryw@vbconline.org로 연락해 주십시오.
8. Discover Village (이번 주말 예배 10분후 @ Columbia Room)
빌리지에 처음 오신 분들이 빌리지에 대해 알아가고, 빌리지 스텝들과 서로 소개
하는 있는 시간이 매달 마지막 주일 예배 후 Columbia Room에서 마련됩니다.

2/28

3/6

3/13

3/20

휄로우십 다과

MK

메디

라윤

바마코

어린이 돌봄

이새롬/이미혜
박영미/나찬미

최설아/김윤진
노현주/전혜경

이은경/조희정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신윤선
유세정/박나경

주차 봉사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변상윤
/Tom Flynn

이종천/김민수

예배 안내

백향목/하니 (2월) & MK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