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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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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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목장
시리아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이청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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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빌리지를 포함하여 담임목사로서 32년 동안의 사역을 마감하면서 감회가 많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나님이 참석하시는 교회
The Church God Attends

본문: 사도행전 2장 41-47절
설교: 존 존슨 목사

사도행전 2장 41-47절
(41절)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 날에 신도의 수
가 약 삼천 명이나 늘어났다.
(42절)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43절)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징이 많
이 일어났던 것이다.
(44절)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었다.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
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
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습니다. 그동안 빌리지 성도님들이 보여주신 사랑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
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한 작별 인사가 생각났었지만
그보다 좀 더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는 말씀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은 제가 2002년 6월 1일 목사 후보로서 빌리지 성도님들에게 드렸던 설교이기도
합니다. 시작했던 설교로 마지막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후
예루살렘 교회에서 생겼던 일들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과연 빌리지가 어
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운동입니다
2. 교회는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입니다
3. 교회는 오락에 열중하지 않고 진리에 열정적입니다
4. 교회는 독립적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입니다
5. 교회는 예식을 행하는 곳이 아니라 묵상하는 곳입니다
6. 교회는 기도가 없는 곳이 아니라 기도가 넘치는 곳입니다
7. 교회는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것입니다
8. 교회는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9. 교회는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숫자를 더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참석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빌리지가 안심하지 않고 더욱 분발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목회편지 Good bye note

존 존슨 목사
Lead Pastor

한인부 성도님들께
저는 이번 주를 끝으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주님께, 그리고 교회에 신실하셨
던 성도님들 덕분에 제 삶은 은혜로 충만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빌리지에 엄청난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많은 빌리지 사역들이 좋은 열매를 맺은 데에는, 한인부 성도님들
의 새벽기도가 큰 뒷받침이 되었음을 확신합니다. 교회를 떠나면 앞으로 가르침과 글쓰기
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단계에 대한 기대가 큰 반면, 저의 마지막 교회
를 떠난다는 사실에 매우 슬픕니다.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발걸음이 더 떨
어지지 않습니다. 부디 주일에 남기는 제 권고를 기억해 주셔서 앞으로 최목사님에게 힘
을 더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로 제 자신과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를 대신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랑을 담아—존 목사

Dear Korean Fellowship
This week I say good by. You have enriched my life by your faithfulness to
God and Village. You are an incredible strength to the church. I am certain
your early morning prayers are behind much of Village’s good ministry. I
leave to teach and write, and while I look forward to my new chapter, I leave
my last one with a deep sadness. Your love and your dedication make the
leaving particularly hard. Remember my exhortation Sunday to protect Pastor
Choi.
The Apostle Paul’s words sum up my prayers for myself and for you—
“But I count my life of no value to myself, so that I may finish my course and
the ministry I received form the Lord Jesus, to testify to the gospel of God’s
grace.”-Acts 20:24
With affection—Pastor John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포틀랜드 카이로스 선교훈련
제1기 포틀랜드 카이로스 선교훈련에 한인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카이로스는 현재 80여개
국가에서 40여개 언어로 시행되고 있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
님의 선교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일상의 가치와 초점을 재조명하는 것을 돕는 훈련 과정입니
다. 포틀랜드 지역의 여러 한인교인들을 대상으로 오픈됩니다.
- 일시: 8월 24일 (수) -28일 (주일), 9am-6:30pm (단, 주일은 2-6pm)
- 참가비: $120 (7/17까지 조기등록시 $100)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Willamettes)
- 인원: 총 40인 (그중 빌리지에서 선착순 25인)
- 문의 및 신청: 조용희 형제
2. 금주 수요예배 (6/29)
금주 수요예배에서는 주환준 목사님 (오레곤 선교교회)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3. 새싹회 모임 (6/28)
새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 이희복 자매).
- 일시: 6월 28일 (화) 11:30am
- 장소: Fireside Room
4. 빌리지 한인부 목자 모임
빌리지 한인부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7월 8일 (금) 7-9pm
- 장소: Willamette A
5. 최규진 목사: 레바논 선교
최규진 목사는 7월 6일까지 빌리지 레바논 단기선교에 참여 중입니다.
6. 이사 도움 요청 (6/30, 10am)
한인부 형제들의 도움의 손이 필요합니다. 이곳 비버튼에서 생활하는 한 난민 가족이 빌리지를
통하여, 이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6/30) 오전 10시경에 2-3시간정도 시간
을 내주실수 있는 형제님들은 이진성 형제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503-953-3805).
7. 날마다 솟는 샘물 (7월호)
7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나 휄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 가족 공동체 소식
1. 가족 공동체 소식
출산, 장례, 결혼, 이사, 이주 등과 같이 빌리지 한인부 공동체 식구들과 나누고자 하시는 교우
소식을 매주 금요일까지 kf@vbconline.org로 알려주시면, 주보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온교회
1. 존 존슨 담임 목사 은퇴
이번 주말 설교를 마지막으로 존 존슨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 자리를 떠나시게 됩니다. 예배 후
Columbia room에서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사님과 가족분들
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2. 레바논 단기선교 (6/22-7/10)
빌리지 레바논 단기선교팀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 10일까지의 일정이며, 안전과 사역
의 열매, 기쁨과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 지를
소개하는 기도 안내지가 로비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빌리지 단기선교팀원: Joe & Karen Adams; Tim Brewer; Sarah Carpenter; Young &
Ellie Chang (장영환, 장지선), Paul Choi (최규진); Dan Crawford; Stan & Megan Ewald
(김남우); Carmen Flores; Elizabeth Godfrey; Ron Hendrickson, John, Ruth, Michelle
Jordan; Dorothy Kelson; Sean & Juri Kim (김주리); Debbie Kim (김다비); Chinwoo
Kim (김진우); Oscar & Maria Lara; Delia Mata; Mike & Rachel Mumaw; Michael &
Ethan Penner, Alison Peterson; Kamal Polumaru; Jenny Ramirez; Jonathan Rosing;
Tom Smith; Jim Smith; Larry Waterbury; Jim Wilson; Lisa Wold
레바논 단기선교 현황은 www.vistatours.org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안상 팀원
에게 패스워드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5. 빌리지 카페 여름 시즌 영업 안내
빌리지 카페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중 영업을 휴무하고, 주말에만 문을 엽니다.
6. Promiseland Kids (1학년-5학년) 안내
6월 25,26일은 Promiseland 가 없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기회로 삼아주십시오.
7. 주일 어린이 사역 구인 안내
여름 몇주동안 주일 예배시간에 어린이 사역을 도와 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아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Jenny Kim(jennyk@vbconline.org)로 연락주십시오.
8. 주일학교 진급: 유치원생 (7월2/3일)
유치원생들은 7월 2/3일, Promiseland (231호)로 가시면 됩니다.
9.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7월 25일-29일, 6-8:30pm, 무료)
올 가을 유치원-5학년이 될 어린이들을 초청합니다. (등록: vbs.vbconline.org)
*이번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으며, Tree Top fruit snack 후원
을 받고 있습니다. front office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jennyk@vbconline.org)
10. 고등부 여름 CIY “Move” 컨퍼런스 (8월 1-5일,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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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Dan Son )

3.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 (A Season of Transition)
빌리지 성도들을 위한, 또한 저희 리더쉽 팀을 위한 빌리지의 여름 시즌 계획을 알려드립니다.
렌지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계속하여 부목사로서 교회 직원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름
시즌 동안, 빌 독테롬(Bill Dogterom) 목사님께서 초청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며,
리더쉽 팀을 도와 일하시면서 직원들에게 영적 조언자의 역할을 해 주실 것입니다.

11. 아이들을 위한 야외 놀이 모임 & 하이킹 (6월 28일(화), 10am @ Rood Bridge Park)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모여 가족간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공원에는 자전거
길, 산책로, 피크닉 장소, 놀이터, 공터와 깨끗한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장소: Rood Bridge Park (4000 SE Rood Bridge Road, Hillsboro 97123)
- 문의: Carol Steinbrenner (carolsteinbrenner@yahoo.com)

7월부터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의 초대(An Invitation to Follow)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시작 됩니다. 빌리지 목사님들과 독테롬 목사님께서 같은 시리즈로 함께 설교해 주실 것이며,
한달에 한번, 독테롬 목사님이 설교하실때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몸으로 드리는 특별한 예배가
준비될 것입니다. 올 여름, 하나님께서 빌리지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주목할 수 있는 좋은 기회
가 되길 기대합니다.

12. 자매 기도회 (매주 목요일, 9:30-11am @ Deschutes Room)
여성사역부, 교회의 다른 일들, 개인적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매님들의 참여를
권면 드립니다. (문의: Denise Phillips, deebilloh@gmail.com)

스캇 로빈슨(Scott Robinson) 장로님이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의 회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모든 설문 결과와 포커스 그룹의 자료가 취합되는대로, 목사 청빙을 위한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예상 시기는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빌리지가 써나갈 다음 장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빌리지가 새겨온 역사와
단단한 기초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알기에 평안과 확신이 함께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트랜지션 위원회에 문의 하십시오. transition@vbconline.org
4. 빌리지 셔틀 서비스 일시 중단 (7월 초 - 9/11)
Meadow Park Middle School 주차장-빌리지 간 셔틀 서비스가 여름 시즌 동안 일시 중단됩니
다. 셔틀 운전자를 상시 모집중에 있습니다. (문의: Scott Moore, scottm@vbconlig.org)

2016 헌금 업데이트
5월 헌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s)
1-5월 예산

$1,347,130

1-5월 헌금

$1,147,174

521

5월 헌금

$246,725

매월 목표 금액

$269,426

6월 1-19일 헌금

$143,678

* 헌금 참여자(giving participant)란?
헌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명을 1 giving participant,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 giving participant, 부부를
1 giving participant으로 간주합니다.
* 지난 주 주보에 기재된 giving unit을 giving
participant로 바로 잡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