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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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부 목장 안내
한인부 목장은 5가정(부부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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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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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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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으로 말씀읽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An End to Fear

본문: 요한일서 4장 18절
설교: 매트 미칼라토스

요한1서 4장 18절
(18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
입니다.

세상에는 두려운 것들,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거미와 뱀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두움을 두려워하기도 하며, 질병과 고통, 환란과 죽음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결정할 때에 그 두려움에 기반하여 앞 일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으며,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1. 여러분이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나누십시오. (아주 어렵고 무
서운 것 말고 사람들에게 나누어도 부담없는 것들을 이야기하십시오) Share
something you have been afraid of in your life. (doesn't have to be the
hardest or worst thing, just something you feel comfortable sharing in the
group)
2. 오늘 설교자께서는 우리 사회가 “사람들이 두려움에 기반하여 결정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두
려움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에 기반하여 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떠할 것 같습니
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 및 직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
올 것 같습니까? Matt said this weekend that our culture "encourages us to
make decisions based in fear." Do you think that's true? If so, what would
it look like to make decisions based in love and peace instead of fear?
What would that change at Village? In our homes? At work?
3.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 말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지 않고 돌보신다
는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따라 우리 자신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관
점을 생각해보십시오. 관계 속에서의 두려움을 사랑으로 몰아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Perfect love casts out
fear." Implicit in this statement is the idea that if we truly understand
God's love for us, we aren't afraid that he'll punish us, but that he cares for
us. Think of how this might look in your own relationships. What would it
look like to remove relational fear with love? How could this be
accomplished?
4.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의 큰 문제들에 영향을 주는 것이 가능
합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인 예를 나누어 보십시오. 가능하지 않다면, 그 이유
는 무엇입니까? Is it possible that large scale societal issues could be
impacted by choosing to love rather than fear? If so, share a specific
example. If not, why not?
5. 잠시 시간을 내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던 때를 찾
아보십시오. 그것을 서로 읽어보십시오.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Spend
a minute and look up in a concordance or online some of the times God
says "Do not fear" in scripture. Read them to one another. What do you
notice? What do you learn? What is God saying to you?
6. 이번 주에 여러분께서 두려움을 줄이고 더 많은 사랑 가운데 “살 수 있는” 구
체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one concrete way you can "live"
more in love and less in fear this week.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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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야드 가족은 독실한 무슬림 신자로서, 4년전 이라크에서 비버튼으로 어린 자녀들을 이끌고 이동
해온 난민 가족입니다. 이라크에서 무야드씨는 미군 정보 및 통역을 담당하였고, 계속 이어지는 내
전, 그리고 ISIS등으로 인한 불안은 그로 하여금 미국으로의 이동을 결정하게끔 하였다고 합니다.
2주 전에 무야드 가족과 친분이 있는 빌리지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요청 받았습니다. 무야드 가족이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이삿짐을 도와주실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사를 계획하던 날이
평일이어서 도움을 받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준비하면서 마음 속에 들었
던 생각은, 여기에 우리가 제공하는 것이 그냥 자원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섬김이 되길 소망했었습니다. 개인적 접촉을 통해서, 그리고 이메일 연락을 통해서 총 6명의 형제,
자매가 모여서 무야드 가족의 이사를 도왔습니다. 형제들은 이삿짐을 나르며 무야드씨와 교제를, 그
리고 자매들은 무야드씨의 어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매들
에게 꼭 다시 오라고 약속까지 받아내며, 무야드씨는 이삿짐 정리 후에 꼭 식사를 같이 하자고 신신
당부를 하며, 뜻깊은 첫 만남과 이사를 마쳤습니다.

2. 한인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 (7/10)
오늘 휄로우십에서는 테이블을 재배정하게 됩니다. 휄로우십 테이블은 공동체 내 다양한 지체들
과의 사귐과 나눔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문의: 이청호 형제)
3. 무릎선교사 모임 (7/16)
무릎선교사 모임이 있습니다
- 일시: 7월 16일 (토) 7-9am
- 장소: Fellowship Hall -West
4. 날마다 솟는 샘물 (7월호)
7월호 날샘을 휄로우십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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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에 따르면 2015년에 난민의 숫자는 6천5백만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는 올해 전혀 줄
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곳곳,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그리고 기독
공동체 안에서도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대화가 계속 되어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의 마땅한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10:18절에 나온 “고아”
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Fatherless(아버지가 없는)라고 표현됩니다. 요즘 정세는 역동적으로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의 난민 사태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함께 누릴
기회로 다가옵니다. 이번 이사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섬김으로 다가가는 마음들로, 하
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버지를 모르는 나그네들이 아버지를 찾고, 나그네의 삶이 아닌 진정한 본향
을 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변혁사역팀 씀).

2. 빌리지 연례성가연주회 (7/10)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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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시: 7월 10일 (주일) 5pm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대예배당
- 입장료: 무료

@ 온교회
1. 오늘 주일 예배 (7/10
오늘 대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Matt Mikalatos는 CRU (구 CCC, 대학생 선교회)의
선교사이며, 기독교 문학 저술가입니다.
2. 새로운 시즌을 향하여 (A Season of Transition)
빌리지의 여름 시즌 계획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지난 오랜 기간동안 빌리지의 리더쉽
팀에게 영적 조언자 역할을 해주신 빌 독테롬 (Dr. Bill Dogtrom) 목사님께 일단 이번 여름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우리 빌리지와 목회자들에게 영적 조언자가 되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Associate Lead Pastor인 렌지 아브라함 목사님께서는 부목사로서
계속해서 교회 리더십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따름으로의 초대(An Invitation to Follow)”
라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가 이번 달부터 시작 됩니다. 빌리지 목회자들과 빌 독테롬 목사님께서
함께 설교해 주실 것입니다. 한달에 한번씩은 채플과 대예배의 연합예배로 드리게 되며, 그때는
빌 독테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됩니다. 그 첫 시간은 다음 주인 7월 16/17일이
되겠습니다.
스캇 로빈슨(Scott Robinson) 장로님을 회장으로 한 담임 목사 청빙 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설문 결과와 포커스 그룹의 자료가 최종 정돈 되는대로, 차기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 (search)이 올 가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빌리지에 써나가실 다음 장의 이야기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빌리지 안에 새겨오신 역사와 단단한 기초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알기에 평안과 확신이 함께 합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트랜지션 위원회에 문의해주십시오 (transition@vbconline.org).

7. 아이와 함께 하는 하이킹 (7/12 (화), 10am @ Jackson Bottom Wetlands Preserve)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1.5마일 하이킹으로, 여러종류의 새들, 독수리 둥지, 연못, 꽃, 다른 작은
동물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당일 Education Center 입구에서 모이
시면 됩니다. 비포장로라 유모차에 적합하진 않습니다.
- 일시: 7월 12일 (화), 10am
- 장소: Jackson Bottom Wetlands Preserve
- 주소: 2600 SW Hillsboro Hwy, Hillsboro, OR 97123
- 문의: Lisa Hice, lisahice7@gmail.com
8. 빌리지 셔틀 서비스 일시 중단 (7월 초부터 9월 4일까지)
Meadow Park Middle School 주차장-빌리지 간 셔틀 서비스가 여름 시즌 동안 일시 중단됩니
다. 9월 11일 다시 재개될 예정이며, 셔틀 운전자를 상시 모집중에 있습니다.
(문의: Scott Moore, scottm@vbconlig.org)
9. 빌리지 카페 여름 시즌 영업 안내
빌리지 카페는 7월 5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중 영업을 휴무하고, 주말에만 문을 엽니다. 8/5(월)
다시 문을 열 예정입니다.
10. 아이방 (nursery) 구인 안내
교회 아이방에서, 아이를 사랑하는 21세 이상의 여성분들을 구합니다. 파트 타임이며, 근무 시간
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력서: Ruth Jones, ruthjones3365@msn.com)
11. 주일 어린이 사역 봉사자 모집
여름 기간 동안 주일 예배시간에 어린이 사역에 동참하실 분들을 구합니다. 아이들과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고자 하시는 분들은 Jenny Kim(jennyk@vbconline.org)로 연락주십시오.

3. 레바논 선교팀 귀국 (7/10(주일), 3:30pm)
레바논 단기선교팀이 은혜 가운데 단기선교사역을 잘 마치고, 오늘(주일) 오후 12:05에
씨애틀로 귀국하여, 오후 3:30경 교회 아랫층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4. 빌리지 온교회 기도회 (Oratio)
Oratio (오라티오)는 라틴어로 ‘대화’ 혹은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민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한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분기별 빌리지 온교회 기도회 (Oratio)가 오는 7월 20일에 있습니다.
당일은 한인부 수요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 일시: 7월 20일 (수), 7pm
- 장소: 대예배당
5.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7월 25일-29일, 6-8:30pm, 무료)
올 가을 유치원-5학년이 될 어린이들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초청합니다.
(등록: vbs.vbconline.org)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으며, Tree Top fruit snack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front office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j ennyk@vbconline.org)
6. 고등부 여름 CIY “Move” 컨퍼런스 (8월 1-5일, $450)
올 가을 9-12학년이 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Christ In Youth’s “Move” 컨퍼런스가 5일간
개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학생으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등록: highschool.vbconline.org, 문의: Dan Son )

2016 헌금 업데이트
6월 헌금 참여자

507

1-6월 예산

$1,616,557

1-6월 헌금

$1,371,133

6월 헌금

$223,958

매월 목표 금액

$269,426

6월 1-30일 헌금

$223,958

* 헌금 참여자 (giving participant) 란?
헌금을 내는 1인 또는 1가정을 뜻하며,
대학생 한 명을 1 giving participant,
어린 아이들이 있는 한 가정을 1 giving
participant, 부부를 1 giving
participant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