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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한인부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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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도 별도로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부부 목장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수요일: AWANA 6:30-8:15pm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2-3살 (131호), 4-5살 (130호),
1-5학년: Promise Land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기니

이종천/지은

금 7:30 pm

Full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IMAN

신성우/일지

금 7:30 pm

Full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Full

메디

홍영기/진영

금 6:30 pm

Full

라윤

임종화/민디

금 7 pm

Full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Full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Full

스팍스

박진환/미희

월 6pm

라오까이

김만겸/영화

목 6:30pm

Full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Full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Full

시리아

이청호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형제 목장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금 8pm

자매 목장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휄로우십홀)

F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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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봉사 당번 안내
5/15

5/22

5/29

6/5

휄로우십 다과

미얀마

아테네

백향목/투르카나

기니

어린이 돌봄

장경림, 신윤선
/유세정, 박나경

다같이

조혜연,박주애
/이남순,조지영

최설아,김윤진
/노현주,전혜경

주차 봉사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이형섭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예배 안내

미엔/스팍스 (5월) & IMAN (6월)

균형 잡힌
성장

응답하는
예배

샬롬
공동체

변혁
공동체

Pursuing
Truth

Responding
in Worship

Marked
by Love

Living
the Gospel

330 SW Murray Blvd, Beaverton, OR, 97005
503-643-6511 (교회)

승천/성령강림절 셀라 예배
Call To Worship: Come, Holy Spirit
Holy Spirit, Creator,
in the beginning You moved over the waters.
From Your breath all creation drew life.
Without You, life turns to dust.
Come, Holy Spirit!
Holy Spirit, Counselor,
by Your inspiration, the prophets spoke and
acted in faith.
You clothed them in power to be bearers of
Your Word.
Come, Holy Spirit!
Holy Spirit, Power,
You came as fire to Jesus’ disciples;
You gave them voice before the rulers of this
world.
Come, Holy Spirit!

예배로의 초대: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창조주 하나님,
태초에 수면 위를 움직이시고,
사람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이여,
성령님 없이는 삶이 먼지에 불과합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조언자이신 하나님,
예언자를 말하게 하시고, 믿음 속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에게 힘을 주시는 이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님,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불같이 내려오신 이여,
세상의 지배자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하시는 이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Holy Spirit, Sanctifier,
You created us children of God;
You make us the living temple of Your
presence;
You intercede within us with sighs too deep
for words.
Come, Holy Spirit!

성령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시는 이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Holy Spirit, Giver of life,
You guide and make holy the church you
create; You give gifts: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fortitude,
the spirit of knowledge and piety,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that the whole creation
may become what You want it to be.
Come, Holy Spirit!

성령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인도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여, 은사를 주시는 이여,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충성의 영,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을
주십니다
모든 생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True and only Light,
from whom comes every good gift. Send
Your Spirit into our lives with the power of a
mighty wind.
Open the horizons of our minds by the flame
of Your wisdom.
Loosen our tongues now to show Your
praise, for only in Your Spirit can we voice
Your words of peace and acclaim Jesus as
Lord.
Come, Holy Spirit, Come! Amen.

진리이고 유일한 빛이신,
모든 은사를 내리시는 이여,
거센 광풍과 같은 힘으로 우리의 삶에
불어오시옵소서.
지혜의 불꽃으로 우리의 닫힌 시야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움직이사 당신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하나님의 평화의 말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수 있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Responsive Prayer: A New Reality
교독으로 함께 드리는 기도: 새로운 현실
Leader:
Holy One, we come ready to receive
anew the gifts of Your Spirit
that will give us vision to form and reform
ourselves as a people of Pentecost.
Come, Holy Spirit, come and be a new
reality.

인도자: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주실 은사를
새로이 받을 준비를 하고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비전을 주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령 강림의 날의 주인공으로 만드실,
성령이여, 오십시오,
오셔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People:
Free us from fear.
Give us courage to speak of Your
marvelous ways
and of Your hope so that we may live
each day fully.

회중: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들을 이야기할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말하며 매일을 충실히 살도록
해주십시오.

Come, Holy Spirit, come and be a new
reality.

성령이여, 오십시오,
오셔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Awaken us so that we may be bold to
be
the body of Christ's presence in the
world,
renewing our life together, renewing
the world.
Come, Holy Spirit, come and be a new
reality.
Come as comforter and offer us and all
people
relief, consolation and companionship.
Tend to our wounds and restore us to
life that we may be healers.
Come, Holy Spirit, come and be a new
reality.

우리를 깨우시어,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존재를 나타내는 지체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함께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할수 있게 하십시오
성령이여, 오십시오,
오셔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와 모든 이들에게
안도와 안식과 교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감싸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어
우리가 우리 삶의 치유자가 되게 하십시오
성령이여, 오십시오,
오셔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Reconciler and Spirit for justice,
empower our prophetic voice that it
may be heard throughout the land
retelling the gospel vision, praying for
the unity of all true spirits.

화해시키는 자, 정의의 영이시여,
우리의 선지자적 목소리에 힘을 더하셔서,
온 세상에 그 소리가 들리게 해주십시오.
복음의 비전을 다시 얘기하게 해주시고,
모든 진실의 영들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Come, Holy Spirit, come.
You are the reason this gathering is a holy
place.
Come, Holy Spirit, and be a new reality.
Amen.

오소서, 성령이여, 오십시오.
우리 모임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실 분이시여,
성령이여, 오십시오,
오셔서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극대화시키는 것
Maximizing the Power God Has for Us

본문: 요한복음 14장 12절
설교: 존 존슨 목사

요한복음 14장 12절
(12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간다고 하였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만 남은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유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1.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나 가게 됩니다
Going to the Father goes through the cross
2. 십자가로 가는 길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Going to the cross leads to the resurrection
3. 무덤에서 일어나면 승천하게 됩니다
Rising from the grave leads to the ascension
4.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승천하셔야 오순절이 가능해집니다
Ascending to the Father makes possible Pentecost

삶으로 말씀읽기:
1.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잠재력이 있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그렇게
무기력합니까?
If we have such extraordinary potential—why is the church so
often powerless?
2.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것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What difference does Christ’s ascension make to your prayer
life?
3.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If we are indwelt by the Spirit at Pentecost—why are we
commanded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목회칼럼

최규진 목사
Pastor for Korean Ministries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신앙을 가졌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적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 감격하며 감사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시작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막1:15)’을 말씀하셨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으며
(눅13:18), 부활하신 후에 40일동안 말씀하신 내용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습니다
(행1:3).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내용도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입니다 (행19:8; 28:31).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히 사후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였고, 그것이 곧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온전한’ 복음입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담대하고
새롭게 바꾸었던 ‘온전한’ 복음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아하!’하고 처음 깨닫기 시작했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고, ‘왜 여태껏 이 복음을 몰랐을까’에 마음이 아플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일상 속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오는 주말에 있을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 속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삶을 힘있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 땅의 여러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기를 기대합니다.
강사로 오시는 김형국 목사님은 서울 종로구 신설동에 위치한 나들목교회의 목사님이시고,
그 전에는 강남 사랑의 교회와 시카고의 한인 2세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깨어진 삶이 새롭게 되고, 교회가 건강히 빚어지는 것을 향한 김 목사님의 열정과
지혜를 통해 저도 개인적으로 깊은 통찰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을 통해
우리 한분 한분 성도님들을 향해 베푸실 은혜를 향한 큰 설레임이 있습니다.
진리를 향한 진실된 갈급함으로 참여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삶을 향한 Good Advice
가 아니라 Good News를 기도 가운데 기대해주십시오.
이번 기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은혜의
인도하심을 사모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9:10).
특별히 이번 말씀집회는 지역의 세 한인 교회들에서도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또한
집회 후 23일에는 오레곤 지역 한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라는 주제로 함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기도해주십시오. 우리의 삶 뿐
아니라, 이 지역 안에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빌리지 알림판

2. 빌리지 한인부 목자모임
목자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5월 22일 (주일), 2:00-3:30pm
- 장소: Willamette B

@ 한인부
1. 2016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 - "하나님 나라의 복음"
2016년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가 오는 주말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향한 기대 가운데 함께 참여하시길 초청드립니다.
(1) 집회일정
- 강사: 김형국 목사 (나들목 교회)
- 장소: 빌리지 채플
- 일시: 5월 20일 (금) @ 7pm
5월 21일 (토) @ 7am & 7pm
5월 22일 (주일) @ 4:30pm
(2) 0-3세 아이들을 위한 Nursery가 있으니, 오늘 (5/15)까지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신청: 황진희/김윤진 자매)
(3) 집회 기간 중 (오전집회 제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4세부터 5학년 어린이
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heck-in & out 장소는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어린이
사역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들 중, 해당 요일에 어린이 사역으로 도움 주실 분들의 연락을
부탁 드립니다 (문의: 황진희/김윤진 자매).
5/20 (금)

5/21 (토)

5/22 (주일)

Check in & out

Check in & out

Check in & out

4살~유치원

Room 135

Room 135

Fellowship Hall

1~5학년

Room 232

Fellowship Hall

Fellowship Hall

(4) 자녀들의 Check-in & out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회 전후 10분).
(5) 강사 목사님과 자유로운 대화를 위한 아침식사모임이 있습니다. 관심있는 성도님들의
참여를 환영하며 5/19 (목)까지 신청해주십시오.
- 일시: 5월 21일 (토) 9-11am
- 장소: Fellowship Hall - East
- 회비: $10 (Continental Breakfast)
- 신청: 이진성/홍영기 형제
(6) 다음주 휄로우십 (5/22)에서는 점심식사가 있습니다.
(7) 말씀집회를 준비하며 새벽기도 (월-금)로 모여 함께 기도하기를 권면드립니다.

3. 2016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 주일반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휄로우십이 마친후 함께 벽난로방에서
식사후,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김현주 선교사 & 조희정 자매@ 235번방)
- 변화의 삶 A (주일) @ Bridge Room (1:30-3:30pm)
- 변화의 삶 B (주일) @ Willamette C (1:30-3:30pm)
- 성경통독반 (주일) @ Willamette A (1:30-3:30pm)
-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주일) @ Willamette B (1:30-3:30pm)
4. 금주 수요예배와 새벽기도회 (5/16-21)
말씀집회 관계로 금주에는 수요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금주의 새벽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으며, 토요 새벽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5. 새싹회 모임 (5/24)
5월 새싹회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5월 24일 (화) 11:30am
- 장소: Fireside Room

@ 온 교회
1. 승천/성령강림절 셀라예배
오늘 주일예배는 승천/성령강림절 셀라예배이며, 채플과 함께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강림의 의미를 되새이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데, '잠시 멈추어 의미를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성령강림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2.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 (A Season of Transition)
총 810명의 빌리지 성도님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한글 98분 포함). 의견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외부 컨설턴트(Nancy Moore and Associates)가
이 모든 내용을 정돈하고, 6월 10-13일에는 포커스 그룹 인터뷰도 실시할 것 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참조하여 빌리지 차기 담임목사 후보의 윤곽을 정하고, 트랜지션 기간 동안
빌리지 공동체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정돈하게 됩니다.
6월 17일 (금), 오후 7시 대예배당에서는 하나님께서 존 존슨 목사님을 통해 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은퇴를 축하하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이 자리에 모든 빌리지 성도님들을 초청
드립니다.
transition.vbconline.org에서 트랜지션에 관한 최신 소식과 자주 묻는 질문&답을 보실 수
있으며, 존슨 목사님께 개인적인 감사의 말씀도 전하실 수 있습니다.

* 빌리지 공동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a) 교회 설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함께 감사해주십시오.
(b) 이 모든 정보가 잘 취합되어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는데 유익히 사용될 수 있도록 , 담당
컨설턴트와 트랜지션 위원회,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c) 차기 담임 목회자를 찾는 위원회의 하나됨과, 지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3. VU 특별세미나 (5월 21일, 토요일, 9am-12pm @ Columbia Room)
- 주제: Christ, Creation, and the Question of Climate Change ||
- 강사: Dr. A.J. Swoboda
4. Tamales 모금 행사
히스패닉 휄로우십에서 레바논 선교팀을 위한 모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5월 31일 까지
tamales.vbconline.org에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가격은 낱개 $1.5, 12개에 $18이며,
주문하신 물품은 6월 4-5일 예배후 Kitchen에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 Raja (mild-filled with mozzarella, jalapeños, and tomatoes)
- Verde (medium-tamale filled with chicken and tomatillos)
- Rojo (hot-tamale filled with chicken with dried red peppers)
5. 어린이 여름 캠프 (6월 27일-7월1월 @ Tililkum Day Camp, Newberg, $210)
올 가을 1-5학년이 될 어린이들을 초청합니다. (등록: secure.camptilikum.org)
6.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7월 25일-29일, 6-8:30pm, 무료)
올 가을 유치원-5학년이 될 어린이들을 초청합니다. (등록: vbs.vbconline.org)
7. 중등부 캠프 (7월 10-16일 @ Black Lake Bible Camp, $390 (5/31까지 신청시))
올 가을 6-8학년이 될 중등부 아이들을 위한 캠프로, 수상 스포츠 등 재밌는 게임이 있고,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등록: middleschool.vbconline.org,
문의: Dan Son )
8. 고등부 여름 CIY “Move” 컨퍼런스 (8월 1-5일, $405 (6/1까지), $425 (7/1까지))
올 가을 9-12학년이 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Christ In Youth’s “Move” 컨퍼런스가 5일간
개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의 귀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고등부 학생들을 초청합니다. (등록: highschool.vbconline.org)
9. 여성 여름성경공부 (5월 31일-7월 19일, 매주 화요일, 7-8:30pm @ Willamette Rooms)
여성사역부에서 ‘언약: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약속’이라는 주제의 여름 성경공부가 있습니다.
($15, 등록: women.vbconline.org, 문의: b.grey@comcast.net)
10. 빌리지 음식 나눔 (Village Food Bank)
지난 4월 한달동안 2,430 끼니를, 2016년 4월까지 총 7,890 끼니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아래의 물품들을 기부해주시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Whole Grain Spaghetti or Other Pasta
- Canned Fruit (in natural juice)
- Jam/Jelly (plastic container, 22oz. max)
- Cereal (low sugar, high fiber)
- Canned Chicken Noodle Soup
- Canned Tuna or Salmon
- Peanut Butter (plastic container)

11. Beaverton Symphony Young Artists Concert
올해 Young Artists 대회 수상자들과 오케스트라의 협연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공연 30분
전에는 Columbia B에서 Music Director와의 특별 만남이 준비됩니다. 무료 초대권은 로비
안내 카운터나 교회 사무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티켓으로 입장 가능하고,
12살이하는 무료입니다. (문의: www.beavertonsymphony.org)
- 일시: 5/20(금) @7:30pm, 5/22(일) @3pm
- 장소: 대예배당
@ 기타
1. 창조과학 탐사여행 (7/5-8 or 8/16-19)
세계창조선교회에서 주도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있습니다. 3박 4일간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등을 여행하며, 성경적 증언에 비추어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의 증거들을 살펴보는 여행 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세계창조선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www.wcmweb.org)
2. 통곡기도회
북한 동족과 한반도의 평화,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 일시: 5월 15일 6pm
- 장소: 오레곤 선교교회 (9100 SW Wilshire St. Portland)
- 주최: 오레곤/밴쿠버 교회 연합회
3. 오레곤 한인 목회자 세미나
오레곤 목회자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주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교회 세우기
- 일시: 5월 23일 (월) 9:30am-1:30pm
- 강사: 김형국 목사 (나들목 교회)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 주최: 오레곤 목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