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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5장 13-16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 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15절)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16절)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상과 그 문화를 변화 시키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며 융성하고자 하는
교회/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소명과 초청에 헌신해야 합니다. 이 시대 많은
교회/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세상과 그 문화를 향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대하고, 접근하는
방법이 옳지 않았던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세상에 대해
크게 다음 4가지 자세를 갖고 있었습니다.
1. 세상으로부터 격리 (Withdraw from Culture)
2. 세상에 적응 (Accommodate to Culture)
3. 세상을 장악 (Take over Culture)
4. 세상에 관여 (Engage in Culture)
(A) 관여한다는 것은 소금처럼 스며드는 것입니다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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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관여한다는 것은 빛처럼 비추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5:14-16)
빌리지의 핵심사명
(C) 관여하는 것은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관여하면 갈등이 생기며 댓가가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 관여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입니다. 교회의 본질적 소명을 살아내기를 바라면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적극적으로 세상에 관심을 갖고, 관여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보여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균형 잡힌 성장 (Pursuing Truth)
응답하는 예배 (Responding in Worship)
샬롬 공동체 (Marked by Love)
변혁 공동체 (Living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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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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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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장은 5가정이하(부부목장) 또는 8명이하(형제, 자매 목장)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부부 목장
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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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 - "하나님 나라의 복음” (5/20-22)
2016년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향한 기대 가운데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 주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 강사: 김형국 목사 (나들목교회)
- 장소: 빌리지 채플
- 일시: 5월 20일 (금) @ 7pm
5월 21일 (토) @ 7am & 7pm
5월 22일 (주일) @ 4:30pm
2. 2016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 주일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휄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 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이미혜 자매 & 김양희 자매 @ 135번방).
- 변화의 삶 A (주일) @ Bridge Room (1:45-3:45pm)
- 변화의 삶 B (주일) @ Willamette C (1:45-3:45pm)
- 변화의 삶 C (금) @ North Village (10am-12pm)
- 성경통독반 (주일) @ Willamette A (1:45-3:45pm)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일) @ Willamette B (1:45-3:45pm)
3. 한인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
지난 주일 휄로우십에서 테이블 재배정이 있었습니다. 휄로우십 테이블은 공동체
내 다양한 지체들과의 사귐과 나눔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인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오늘 배정을 필요로 하시는 형제, 자매님께서는 18번 테이블에
오셔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부 목장 안내

이종천/지은

@ 한인부

4. 금주 수요예배 (4/13)
금주 수요예배에서는 Bob Walker (시니어 및 돌봄 담당)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며, 통역이 있습니다.
5. 카이로스 선교훈련 (4/11-16)
변혁사역팀의 선교훈련지원 사역부원들과 최규진 목사는 카이로스 선교훈련
참여차 4월 10-16일 출타합니다. 이는 하반기에 있을 빌리지 카이로스 선교훈련의
준비모임입니다.
6. 목자모임 (4/24)
빌리지 한인부 목자 모임과 특강이 있습니다.
- 주제: 리더십의 다양성
- 강사: 김광현 선교사 (OMF)
- 일시: 4월 24일 (주일) @ 4:30pm
7. 무릎선교사 모임 (4/16)
무릎선교사 4월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4월 16일 (토) @ 7am
- 장소: Fellowship Hall West

@ 온 교회
1. 어린이 여름캠프 (Camp Tilikum 2016)
이번 가을 기준 1-5학년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가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등록 하실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안내 데스크를 이용해 주십시오.
- 기간: 6월 27일-7월1일 (월-금)
- 장소: 틸리쿰 캠프 (Tilikum Day Camp, Newberg)
- 비용: $210
- 등록: www.secure.camptilikum.org

2.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Village Vacation Bible School)
빌리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주제는 “동굴 탐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입니다. 이번 가을 기준 유치원-5학년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 일시: 7월 25-29일 (월-금), 6pm-8:30pm
- 등록: vbs.vbconline.org
- 문의: Sarah Meeds (sarahm@vbconline.org)
3. 어린이 도서관
Children’s Village 2층, room 231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해주십시오.
폭넓은 연령대의 책들과 육아 정보가 다양한 언어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4. 이주자 캠프 (Migrant Camp) 의류 기증
지역 이주자 캠프 선교가 5월 말 시작될 예정입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깨끗한
중고 의류를 히스패닉 휄로쉽 사무실에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Mauricio RIvas 목사님께 문의해 주십시오.
5. 오라티오(Oratio) “하나님과의 대화”
오라티오는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는, 분기별
저녁 기도회입니다.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으니, 함께 하셔서 교회와 공동체의
지체들, 나라와 열방을 위한 기도에 참여해주십시오.
- 일시: 4월 20일(수), 7pm
- 장소: 대예배실
6. 자매 기도회 (Women’s Ministry Prayer)
매주 목요일 오전 9:30-11시, Deschutes Room에서 여성사역부와 교회의
다른 일들,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매 기도회가 있습니다. 매달 첫주
목요일은 선교와 빌리지 다문화 공동체를 위한 일들과 사명을 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문의: Denise Phillips, deebillph@gmail.com)
7. 한국어 & 한국 문화 수업 (Korean Class for Beginners)
초보자를 위한 한국 역사와 기초 한국어, 인사말과 숫자, 소리 등을 배울 수 있는
수업이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의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일시: 5월 3일-6월 7일, 매주 화요일, 6:30-8pm
- 장소: Columbia B
- 수강료: $45
- 문의: nancil@vbconline.org
8. 빌리지 음식 나눔 (Village Food Bank)
지난 3월 한달동안 2,040 끼니를, 2016년 3월까지 총 5,460 끼니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아래의 물품들을 기부해
주시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Whole Grain Spaghetti or Other Pasta
- Cereal (low sugar, high fiber)
- Canned Chicken Noodle Soup
- Canned Tuna or Salmon
- Peanut Butter (plastic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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휄로우십 다과

스팍스/이청호

우간다

라와까이

레바논

어린이 돌봄

이은경,조희정
/박나경,황진희

장경림,신윤선
/이윤경,이창열

이새롬,이미혜
/박영미,나찬미

최설아,김윤진
/노현주,전혜경

주차 봉사

황호세/전동명

변동준/박진환

조성갑/박범찬

유규하/황성헌

예배 안내

105도/사하라 (4월) & 미엔/스팍스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