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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엘하 7장
(1절)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2절)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3절)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4절) 그러나 바로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5절)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으려고
하느냐?
(6절)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7절)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 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8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9절)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10절)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11절)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 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를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너의

다윗왕은 그가 왕위에 오른 후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자신의 왕궁을 지어
궁 안에 머물게 되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여전히 성막에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 나단과 상의한 후 나단의 동의를 얻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겠다는 다윗의 뜻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과 나단은 성전 건축에 대해 하나님보다 앞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이 사람의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1.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2.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 요건이 하나님의 자격 요건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3. 우리의 계획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과 어긋난다
4.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종종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중요성과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계획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이것은 각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의 삶과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가 너에게 선언한다.
(12절)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3절)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14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15절)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삶으로 말씀 읽기:
1. 최근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까?
Have you recently experienced a divine no?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16절)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 갈 것이며, 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17절)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2. 하나님보다 앞서 갈 때에 일반적으로 무슨 일이 생깁니까? 서로 나누어 보십시오.
What generally happens when you find yourself ahead of God? Are
you willing to share a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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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윗이 하나님 앞에 꿇어 앉았다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What was the significance of David sitting (vs 18)?
4. 본문 말씀에서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takeaway from this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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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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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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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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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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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세 아이들을 위한 Nursery가 있고, 미리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Nursery 문의/신청: 이진성 형제 or 김윤진 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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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진영 자매 & 조희정 자매 @ 135번방).
- 변화의 삶 A (주일) @ Bridge Room (1:45-3:45pm)
- 변화의 삶 B (주일) - 금일 휴강
- 변화의 삶 C (금) @ Willamette C (9am-11am)
- 성경통독반 (주일) - 금일 휴강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일) @ Willamette B (1:45-3:45pm)
-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반 (토) @ Columbia B (9-11am)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기니

@ 한인부

3. 금주 수요예배 (4/20)
오는 4월 20일은 Oratio (오라티오)로 모입니다. Oratio는 라틴어로 ‘대화' 혹은
‘기도'라는 의미이며, 민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분기별
빌리지 기도회입니다. 한인 수요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 일시: 4월 20일 (수) 7pm
- 장소: 대예배당 (Sanctuary)
4. 새싹회 모임 (4/18)
4월 새싹회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4월 18일 (월) 10am
- 장소: 빌리지 윗층 북쪽 주차장에서 만남 후 이동
5. 목자모임 (4/24)
빌리지 한인부 목자 모임과 특강이 있습니다.
- 주제: 리더십의 다양성
- 강사: 김광현 선교사 (OMF)
- 일시: 4월 24일 (주일) @ 4:30pm
- 장소: Columbia A
6. 히스패닉 휄로우십 감사예배 (4/24)
다음 주일 (4/24)이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습대로 빌리지에서 히스패닉 사역을
시작하신지 10주년이 되며,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에 함께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히스패닉 예배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 일시: 4월 24일 (주일) @ 2pm
- 장소: 채플 (Chapel)
- 설교: 최규진 목사
7. 날마다 솟는 샘물 (5월호)
5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1부 예배 후)나 휄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1.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 (A Season of Transition)
빌리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a) 트랜지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구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b) 리더십에게 힘과 분별력을 더하시기를
(c) 모든 성도가 한 몸이 되어 나아가도록
(d) 은퇴하시는 존 존슨 담임목사님과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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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Jenny Kim, jennyk@vbconline.or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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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어린이 도서관
Children’s Village 2층, room 231에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방문해주십시오.
폭넓은 연령대의 책들과 육아 정보가 다양한 언어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5. 이주자 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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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uricior@vbconline.org).
6. 지구의 날 기념 Barnes 초등학교 청소 봉사 (4/23 (토) 10am-2pm)
Barnes 초등학교의 지구의 날 기념 교내 청소에 도움 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운동장 미화를 위해 필요한 정원 관리 도구들을 갖다 주실 분들과 카페테리아 벽
새단장을 도와주실 분들, 도서관 책 보수를 도와주실 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일 언제든지 가능한 시간에 오셔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Insil Kang (insilk@vbconline.org)에 문의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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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nci Leiton (nancil@vbconline.org) or 이진성 형제

4/17

4/24

5/1

5/8

휄로우십 다과

우간다

라와까이

레바논

샤론/미엔

어린이 돌봄

장경림,신윤선
/이윤경,이창열

이새롬,이미혜
/박영미,나찬미

최설아,김윤진
/노현주,전혜경

이은경,조희정
/이윤경,이창열

주차 봉사

변동준/박진환

조성갑/박범찬

유규하/황성헌

홍영기/전동명

예배 안내

105도/사하라 (4월) & 미엔/스팍스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