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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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투르카나

이장춘/영주

미정

IMAN

나정우/찬미

금 7:30 pm

MK

김민수/미숙

금 7:30 pm

메디

홍영기/진영

금 6 pm

라윤

임종화/민디

금 7 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스팍스

박진환/미희

주일 4p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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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김하운

목 10am

백향목

최영선

금 7 pm

아테네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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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만

황순옥

화 10:30am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1-11)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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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 Steenkolk
/이장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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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SW Murray Blvd, Beaverton, OR, 97005
503-643-6511 (교회)

하나님 나라 이야기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So Far, So Good

여호수아 4장
본문: 사무엘상 7장, 여호수아 4장
설교: 딘 크리스텐슨 목사, 밥 워커 목사

사무엘상 7장
(1절)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님의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 놓고, 그
의 아들 엘리아살을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2절) 궤가 기럇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스무 해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
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
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4절)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다롯 신상들을 없애 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5절) 그 때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
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6절)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어다가, 그것을 제물로 삼아 주님 앞에 쏟아붓고, 그 날 종일
금식하였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주님을 거역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고백하였다.
미스바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다툼을 중재하던 곳이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에게 들어가니, 블레셋 통치자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였
다.
(8절) 그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도
록, 쉬지 말고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간청하였다.
(9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주님께 온전한 번제물로 바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다가왔다. 그러나
그 때에 주님께서 큰 천둥소리를 일으켜 블레셋 사람을 당황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
라엘에게 패하였다.
(11절) 이스라엘 사람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을 벳갈 아래까지 뒤쫓으면서 무찔렀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하나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놓고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서 우리를 도와 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다.
(13절)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사무엘
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아 주셨다.
(14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간 성읍들 곧 에그론과 가드 사이에 있는 성읍들도
이스라엘에 되돌아왔으며, 성읍에 딸린 지역도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되찾았다.
이스라엘은 또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다.
(15절) 사무엘은 살아 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16절)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 지역을 돌면서,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의 분
쟁을 중재하였다.
(17절)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
는 라마에 주님의 제단을 쌓았다.

(1절) 온 백성이 모두 요단 강을 건넜을 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2절) "너는 백성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열두 사람을 뽑아서 세워라.
(3절)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 곳 요단 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가져다가,
오늘 밤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하여라."
(4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5절)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 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
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6절)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
를 물을 때에,
(7절)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 강을 지날 때에 요단 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8절)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
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에 따라 요단 강 가운데서 돌 열두 개를 메고 나와서,
그것들을 그들이 머무르려는 곳까지 가져다가 그 곳에 내려놓았다.
(9절) 여호수아는 요단 강 가운데,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의 발이 머물렀던 곳에 다른 열두 개의
돌을 세웠다.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10절)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시켜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한 일이 그대
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 서 있었다.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11절) 백성이 모두 건너기를 마치자, 주님의 궤와 그 궤를 멘 제사장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
다.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의 반쪽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지시한 대로 이스라엘 자
손보다 앞서서 무장하고 건넜다.
(13절) 약 사만 명이 되는 이들은 무장을 하고, 주님 앞에서 전투를 벌이려고 여리고 평원으로 건너
갔다.
(14절) 그 날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으므
로, 그들은, 모세가 살아 있는 동안 모세를 두려워하였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두려워하였다.
(15절)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16절) "증거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 강에서 올라오게 하여라."
(17절)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요단 강에서 올라오라고 명령을 내렸다.
(18절) 주님의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가운데서 올라와서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 물이 다시 원래대로 흘러 전과 같이 강둑에 넘쳤다.
(19절) 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 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20절) 여호수아는 요단 강에서 가져 온 돌 열두 개를 길갈에 세우고
(2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22절)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
다.
(23절)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24절)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톤 D.C.에 가면 여러 기념관들과 기념비가 있습니다. 또한 공원 안내
원들이 방문객들에게 기념관과 기념비에 대한 유래를 설명해줍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 미국의 역사를 되새기고 역사 속에서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무엘과 여호수아가 또한 기념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념비
역시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단지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그 역사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여전히 그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다지기 위
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개인적으로도 나타나지만 빌리지 전체의 역사에도 나타났
습니다. 교회묘지, 노스 빌리지, 채플이 모두 빌리지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
준 기념관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신실하게 빌리지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빌리
지의 앞날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 모두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으로 말씀읽기:
기념비들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Ebenezers (stones of remembrance) are there to help us look back with
gratitude, and look forward in confidence.
1.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있었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예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러한
경험이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였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Share with the group a personal example of God’s faithfulness that you
are grateful for. Does this give you confidence as you look forward?
How?
2. 빌리지에 보여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나누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의 확신을 어떻게 견고하게 만들었습니까?
Share with the group an example of God’s faithfulness to Village. How
does that boost your confidence?
3. 어려웠던 시기가 나중에 좋은 결과 또는 축복을 가져온 예를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
까?
Can you think of examples of difficult times that have turned out for
good, or as a blessing?
4. 어려웠던 시기가 나중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만으로도 충분하였던 예를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까?
Can you think of examples of difficult times that didn’t change for good –
but where you sensed God’s presence, and that in itself was enough?

Spiritual Reading

삶을 아름답게 하는 영적 독서
“어? 성경이 읽어지네!” 를 읽고. (이애실 지음, 도서출판 성경방, 359p)
빌리지 성도 씀
책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이 책의 뒷 장에 쓰여진 문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성경! 한번이라
도 푹 빠져서 쭉~쭉~ 읽어 보면 좋겠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 성경을 제대로 읽어 보지 못해 늘
찜찜하다.’, ‘구약..., 하면 감이 안잡힌다.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인 것 같다.’, ‘구약과 신약 중간 지대는 안개 지역이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합해서
‘예수 스토리’를 하나로 정리하고 싶다.’, ‘사도행전 스토리에다가 바울서신 13권을 쏙쏙 연결해
서 탁 CD 한 장에 정리하듯이 이해할 수는 없을까?’ ... 당신이 혹시 이런 증상이라면 이 책을 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또한 성경 일독을 여러 번 하였지만, 각 권의 내용들이 잘 연결 되지 않고 붕 떠있는 느낌이었
고, 머릿 속에서 늘 뒤죽박죽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구약은 이해가 안되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 대충 읽고 넘기기 일쑤였고, 그만큼 구약의 하나님도 이해가 안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
니다. 그래서 나름 성경 공부도 참석하였지만 여전히 구약 읽기는 왠지 꺼려지는 마음이 있었습
니다. 그런데, 최근 이 책을 읽기 시작한 후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일독에 대한 갈망
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늘 숙제 같았던 성경 일독이 가슴 두근거리며 도전하고 싶은 흥미진
진한 일이 되었습니다. 저처럼 지금까지 이 책을 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읽어보시
라고 권하고 싶어서 이 글을 씁니다.
이 책은 성경의 각 권을 시대적인 배열로 정리하여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며, 또 각 권의 저자를
배경으로, 각 권의 성격을 중심으로 묶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전체를 정리한
다음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지도와 도표 등을 이용하여 자세히 설명 해 주며, 이스라엘의 주변 국
가들 상황도 함께 설명하여 이해를 도와줍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 할 수 있게 해 주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역사적 사실들을 설명하여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키고, 나아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을 연결 시켜 생각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책의 서술이 쉽고도 반복적이라,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성경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고,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각기 따로 놀던 각 권들이 유기적으로 연
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성경 일독 한번 해봐? 하는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합니다. ^^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말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을 통해 이루려고 하셨던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보내셔서 새로이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 세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젼을 보게 되었습
니다. 얼마전 김형국 목사님의 말씀 집회에서 들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세지와도 일맥 상통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하나
님의 백성인 우리가 세상 나라를 정복해 나아가길 바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구약의 그 까마득한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들이 마치 나의 이야기인 것처럼 여겨지기 시작했습니
다. 그때 그들과 소통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나와 소통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 어리
석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말고, 매일 매일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
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를 세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저에게 소개해 준 자매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자칫 나태해지기 쉬운 여름, 다시한번 마음
을 다잡고, 이 책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 일독에 도전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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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금주 수요예배에서는 김은철 목사님 (오레곤 에덴장로교회)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3. 월요 새벽기도 및 중보기도모임 (7/4)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공휴일 관계로 7/4(월) 새벽기도와 중보기도모임은 쉽니다.
4. 빌리지 한인부 목자 모임 (7/8(금), 7-9pm @ Willamette A)
빌리지 한인부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5. 한인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 (7/10)
다음 주일에는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이 있습니다. 휄로우십 테이블은 공동체 내 다양한 지체들
과의 사귐과 나눔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문의: 이청호 형제)
6. 최규진 목사: 레바논 선교
최규진 목사는 7월 6일까지 빌리지 레바논 단기선교에 참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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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빌리지 연례성가연주회 (7/10(주일), 5pm @ 빌리지 침례교회 대예배당)
오는 7월 10일 오후 5시에 빌리지 연례 성가 연주회가 있습니다. 연주회 중, 객원 연주자로
Phoenix Park-Kim (김석두 성도 자부)과 윤연지 자매의 피아노, 첼로 연주가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고, 한인분들의 참석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온교회
1. 기도 요청 (Transition Prayer Requests)
- 존 목사님 & 헤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오랫동안 익숙했던 교회 스케쥴과는 달라진 일상에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 성도님들과 리더쉽 팀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새로운 목사님을 맞이할 때까지, 계속하여 예수
님의 뜻과 계획을 구할 수 있도록. 각 단계마다 열심히,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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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바논 단기선교 현황은 www.vistatours.org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안상 팀원
에게 패스워드를 요청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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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일 어린이 사역 봉사자 모집
여름 기간 동안 주일 예배시간에 어린이 사역을 도와 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아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Jenny Kim(jennyk@vbconline.org)로 연락주십시오.
4. 아이방(nursery) 구인 안내
교회 아이방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21세 이상의 여성분들을 구합니다. 파트 타임이며, 근무 시간
은 상황에 따라 약간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Ruth Jones, ruthjones3365@msn.com)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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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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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highschool.vbconline.org, 문의: Dan Son )
7. 아이와 함께 하는 하이킹 (7월 12일(화), 10am @ Jackson Bottom Wetlands Preserve)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1.5마일 하이킹으로, 당일 Education Center 입구에서 모이시면 됩니
다. 비포장로라 유모차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문의: Lisa Hice, lisahice7@gmail.com)
- 주소: 2600 SW Hillsboro Hwy, Hillsboro, OR 97123
8. 빌리지 음식 나눔 (Village Food Bank)
지난 6월 동안 960 끼니를, 2016년 6월까지 총 10,680 끼니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참여에 감사드리며, 다음의 물품들을 기부해 주시면, 이웃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
니다. Canned Chicken Soup/ Jelly(plastic container)/ Apple Sauce/ Cereal(low sugar,
high fiber)/ Macaroni&Chee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