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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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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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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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돌아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자 시몬,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들의 생업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따라오라고 하시는 초청: 새로운 시작
An Invitation to Follow : New Beginnings

본문: 마가복음 1장 9-20절
설교: 빌 독테롬

마가복음 1장 9-20절
(9절)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
를 받으셨다.
(10절) 예수께서 물 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
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11절)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좋아한
다."
(12절) 그리고 곧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보내셨다.
(13절) 예수께서 사십 일 동안 광야에 계셨는데, 거기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
수께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의 시중을 들었다.
(14절)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15절)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16절)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
부가 되게 하겠다."
(18절)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19절)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20절)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 두
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의 침례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말하며 그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시험
받으신 것은 그 정체성이 현실에 의해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네 명의
제자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온전한 회개와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변화는 우리에게
다가온 현실이지만, 그것은 또한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시대의 기반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맞이하려면 우리는 변화 기간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말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나를 통해,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민감함과 기대감으로 분별해야겠습니다.

삶으로 말씀읽기:
1. 개인의 삶에서든지 공동체의 삶에서든지,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변화와 성장
이라면, 기꺼이 삶을 헌신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2.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원하시는지 분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파송 선교사 사역소개

특정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안 보호이유로
이 부분은 인터넷 업로드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보안 보호이유로
이 부분은 인터넷 업로드 내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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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7/17까지 조기등록시 $100)
- 장소: 빌리지 침례교회 (Willamettes)
- 인원: 총 40인 (그중 빌리지에서 선착순 25인)
- 문의 및 신청: 조용희 형제

@ 온교회
1. 오늘 주일 예배 (7/17)
오늘 주일 예배는 대예배와 채플의 연합예배로 드리며, 말씀을 전해주시는 Dr. Bill Dogterom은
남가주 Vanguard University의 목회신학 교수이며, 지난 오랜 기간동안 빌리지의 리더십팀
에게 영적 조언자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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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7월 25일-29일, 6-8:30pm, 무료)
올 가을 유치원-5학년이 될 어린이들을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 초청합니다.
(등록: vbs.vbconline.org)
* 이번 어린이 여름성경학교에서 봉사해 주실 분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들은
Jenny Kim (jennyk@vbconline.org)께 연락 바랍니다.

2. 한인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 (7/17)
오늘 휄로우십에서는 테이블을 재배정하게 됩니다. 휄로우십 테이블은 공동체 내 다양한
지체들과의 사귐과 나눔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추첨을 통해 재배정합니다
(문의: 이청호 형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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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학생으로서의 하나님의 소명을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등록: highschool.vbconline.org, 문의: Dan Son )

3. 금주 수요예배 & Oratio 기도회 (7/20)
오는 7월 20일은 Oratio (오라티오)로 모입니다. Oratio는 라틴어로 ‘대화’ 혹은 ‘기도’라는
의미이며, 민족과 세대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분기별 빌리지 수요기도회입니다.
당일은 한인 수요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 일시: 7월 20일 (수) 7pm
- 장소: 대예배당 (Sanctuary)

5. 아이들을 위한 야외 물놀이 모임 (7월 19일(화), 10am @ 53rd Street Park)
다른 가족들과 야외에서 만나 재밌는 물놀이를 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넓은 물놀이 놀이공간,
모래사장, 놀이기구, 깨끗한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늘이 많이 없으니 선크림과 모자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Steinbrenner, carolsteinbrenner@yahoo.com)
- 장소: 53rd Street Park (300 NE 53rd Avenue, Hillsboro 97124)

4. 새싹회 모임 (7/19)
새싹회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 이희복 자매).
- 일시: 7월 19일 (화) 11:30am
- 장소: 벽난로방 (Fireside Room)

6. 하이킹 & 산책 (7월 30일(토), 9:45am @ Middle Park of Forest Park)
4-6 마일 코스로, 2.5mph 정도의 적당히 힘든 하이킹이 될 것입니다. 당일 오전 9:45까지
Middle Park of Forest Park의 Firelane 1 Trailhead (off Forest Ln and NW 53rd)에서
모이시면 됩니다. 하이킹은 10시에 시작합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금요일 자정까지 Sandy
Maines (smaines1@frontier.com)께 참가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지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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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창조과학 탐사여행 (8/16-19)
세계창조선교회에서 주도하는 창조과학 탐사여행이 있습니다. 3박 4일간 그랜드캐년,
브라이스캐년, 자이언캐년 등을 여행하며, 성경적 증언에 비추어 창조과학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노아의 홍수의 흔적들을 살펴보는 여행 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세계창조선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www.wcmweb.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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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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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