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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두막 (The Shack)”를 읽고
윌리엄 폴 지음

이 책은 고통과 상처의 문제, 사랑과 용서에 대해 하나님과의 대화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책표지에 그려진 눈덮힌 오두막의 경치가 왠지 포근하고
아늑하여 끌림을 받았다. 하지만 책에서 오두막은 정 반대로 감추고 싶은
상처를 상징하는 장소이다. 독실한 크리스쳔 이지만 불우한 어린시절과 딸을
잃은 상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힘들었던 주인공 맥은 어느날
하나님으로 부터 오두막 에서 만나자는 편지를 받는다. 오두막은 맥에게
딸을 잃은 아픈 기억이 있는 장소이다. 이 '거대한 슬픔'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맥을 만나길 원하신다. 망설임 끝에 찾아간 그곳에서 맥은 삼위의 하나님을
만나 시간을 보내면서 굳게 걸어두었던 감정의 자물쇠를 열고 자신의 존재
그대로 분노도 의심도 숨김없이 하나님과 진지한 대화를 하게 된다. 고통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적 사고로는 잔인한
방법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상처의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용서가 시작된다는 메세지를 이 책은 전한다.
딸을 가진 아버지로서 주인공의 깊은 슬픔에 공감도 되고, 여러가지 신학적
주제와 누구나 한번쯤 가져볼법한 질문들을 하나님과의 심오한 대화와
격렬한 토론으로 풀어가는 부분이 좋았다. 이야기의 배경이 오레곤이고
저자가 오레곤에 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신기하고 정감이 갔던 책이다. 저자
윌리엄 폴은 오두막을 '자신의 고통으로 스스로 지은 집' 을 상징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원해오던 나에게, 이 책은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 하려면 나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부터 숨김없이 내어놓아야
한다는 도전을 주었다.

빌리지 성도 씀

—————————————————————————————————
창세기 1장 27절: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창의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은 바 소명대로 살 능력을 갖추려면
우리에게는 가정과 직장, 사역 및 우리의 삶 속에서 상상과 창의를 발휘해야 합니다.

삶으로 말씀 읽기:
1. 여러분은 “나는 창의력이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Have you ever said, “I don’t have a creative bone in my body?”
Based on the message, how has your view on this changed?

2. 오늘 강사님께서 정의와 창의가 만나는 것에 대해서, 또는 “폭넓은 창의”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서 가정과 지역사회와 직장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삶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삶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 창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Ken talked about the intersection of justice and creativity, or
“generous creativity,” what are some ways you make space for life
to flourish at home, in the community, or at work? How does
“making space for life” affect your conception of crea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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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리스도인의 영성에서 창의와 상상이 권장되고 배양될 수있다고 생각되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What are some ways you feel creativity and imagination could be
encouraged or nurtured in Christian spirit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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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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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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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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아

이청호

금 8pm

형제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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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화 형제 & 임민디 자매 @ 131번방).
- 변화의 삶 A (주일) 합반 @ Willamette C (1:45-3:45pm)
- 변화의 삶 B (주일) 합반 @ Willamette C (1:45-3:45pm)
- 변화의 삶 C (금) @ Willamette C (9am-11am)
- 성경통독반 (주일) @ Willamette A (1:45-3:45pm)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일) @ Willamette B (1:45-3:45pm)
-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인도자반 (토) @ Modular Trailer 1 (9-11am)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기니

@ 한인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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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히스패닉 휄로우십 감사예배 (4/24)
이번 주일 (4/24)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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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날마다 솟는 샘물 (5월호)
5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 (1부 예배 후)나 휄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2.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기 위하여
새로운 시즌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공동체적으로 분별하기 위한 16세 이상
대상의 전교인 설문조사가 이번 주말부터 5월 9일까지 실시됩니다. 총 98개 문항의
객관식이며, 예상 소요시간은 20-30분입니다. 예배 후 Columbia B에 준비된
iPad로 참여하실 수 있고, 아래의 링크를 통해 휴대기기나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시, 지면 설문지 (paper)를 수령하시고, 5월 9일
이전까지 휄로우십에서 제출해주셔도 좋습니다. 100%의 참여율을 요청드리며,
이 과정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바르게 분별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한글링크: www.surveymonkey.com/r/VillageBaptistKorea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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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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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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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여성 여름성경공부 (Women’s Summer Bible Study)
여성사역부에서 ‘언약: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약속’이라는 주제의 여성 여름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 일시: 5월 31일 (화) - 7월 19일 (화), 7pm-8:30pm
- 장소: Willamette Rooms
- 등록: women.vbconline.org
7. Women’s Movie Night
자매들의 Movie Night이 있습니다 (무료). 중학생 이상의 자녀나 이웃을 초청
하셔도 좋습니다 (영화: War Room).
- 일시: 5월 13일 (금) 6:45pm
- 장소: Columbi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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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목장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Full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 온 교회
1. 오늘 주일 예배
오늘 주일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Ken Wystma 목사는 Bend, OR에
위치한 Kilns College의 학장이며, Antioch Church의 담임목사입니다.

4/24

5/1

5/8

5/15

휄로우십 다과

라와까이

레바논

샤론/미엔

미얀마

어린이 돌봄

이새롬,이미혜
/박영미,나찬미

최설아,김윤진
/노현주,전혜경

이은경,조희정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신윤선
/유세정,박나경

주차 봉사

조성갑/박범찬

유규하/황성헌

홍영기/전동명

유광현/홍영기

예배 안내

105도/사하라 (4월) & 미엔/스팍스 (5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