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2016년 11월 20일

www.vbconline.org
kf.vbconlin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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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세 (Tiger Room),
4세 (Monkey Room),
5세, 유치원생 (Flamingo Room)
•중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윌라멧
•고등부: 주일예배 (11am-12:15pm) @ 채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 노스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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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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론

손국자

수 11 am

미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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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 목장
신장

조충훈

-

봉사 당번 안내
11/20

11/27

12/4

12/11

휄로우십 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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휄로우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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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주,전혜경

이은경,조희정
/이윤경,이창열

주차 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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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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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SW Murray Blvd, Beaverton, OR, 97005
503-643-6511 (교회)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1

목회칼럼

Sarah Meeds
Director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한인부 성도님들께,
오는 12월 10일에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Be the Gift’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 및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이며, 이러한 나눔과 섬김의 기회에 한인부 성도님들을 초청드립니다.
빌리지의 모든 민족과 세대가 함께 하는 행사이며, 오전 9시에 채플에서
1차로 모이게 됩니다. 그후, 공동체 내에서 필요한 다양한 사역들과 섬김을
비롯하여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그룹 단위로
(가족 혹은 교우 등) 자발 선택하여 참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프로젝트는
3시간 이내에 이뤄지며, 프로젝트를 마친 후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집으로 귀가 하셔도 좋습니다. 이후 오후 3시 30분에
채플에서 2차로 모이게 되며, 간증과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작년의 경우, 81분의 빌리지 성도들이 참여하셔서, 25개의 프로젝트를 우리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지역 사회 가운데서 감당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명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작년 12월초에
유독 많은 비가 내렸었는데, 비로 인해서 Rita Street의 한 가정 집에서
홍수가 났었습니다. Be the Gift가 있기 하루이틀전, 교회로 연락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마침 Be the Gift에 참여한 여러 가족들이 그 가정에
방문하여, 홍수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하실을 청소했고, 또 지하공간 (crawl space)까지 함께 청소했습니다.
이후에는, 교회를 다니시지 않던 그 집주인분 가정과 함께 그 주변지역의
홍수 피해들을 복구하는 일에 함께 했습니다.
또 다른 가족은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날 Safeway에 가서 주차장의
쇼핑카트를 모아서 건물 안쪽으로 옮기는 일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일이
마칠때쯤 Safeway의 직원분들이 나오셔서 깊은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마침 그날 쇼핑카트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아파서 결근을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일손이 부족해 당황해하던 찰라에 저희 성도님들께서 가서 그 일에
도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고, 작년 Be the Gift의 기회를 통해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와 지역 사회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 일을 이어가길 바라고, 그 일에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들과 참여해주셔도 좋고, 중고등부 자녀들과 함께 참여해주셔도 좋고,
장년들끼리 함께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가족끼리 참여해주셔도 좋고,
개인도 좋고, 교우들끼리 함께 참여해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모양이든지
나눔과 섬김의 기회에 참여해주시길 초청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내에도 이러한 섬김의 기회가 보이시거나, 섬김의 기회를
제공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꼭 연락해주시기를 바랍니다
(sarahm@vbconline.org).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Sarah Meeds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선교지로 떠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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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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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신(오른쪽)

@ 온 교회

빌리지 알림판

1. 빌리지 담임 목회자 청빙
담임 목회자 청빙 광고가 employment.vbconline.org에 게재되었습니다.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
면 지원을 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분별하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한인부
1. 이번 주 교회/한인부 예배 및 모임 안내 (11/21-26)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 관계로 아래와 같은 예배 및 모임, 업무 시간에 변동 사항들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 있음, x = 없음)
21 (월)

22 (화)

23 (수)

24 (목)

25 (금)

26 (토)

새벽기도회

O

O

O

X

X

X

월요중보

O

수요중보

O

수요예배

X

AWANA

X

중고등부

X

교회사무실

O

O

X

X
X

X

X

2. 2016년 가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 ‘믿음의 삶’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휄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후, Willamette A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돌봄: 최정아 & 나찬미 자매 @ 135번방)
3. 대강절 셀라 예배 (Family Selah Service: Advent, 11월 26/27일)
다음 주일(11월 26/27일)은 대강절 셀라 예배를 드립니다. Advent는 대강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번역되는데, ‘기다릴 대 (待)’를 사용하여,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혹은 ‘예수님의 임재를 기다
린다’ 라는 의미입니다.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데, ‘잠시 멈추어 의미를 묵상하다’라
는 뜻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강절 셀라 예배’란,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며 기리는 성탄
절을 맞이하며, 우리 스스로 잠시 멈추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이고, 우리의 관심과 삶을 예수님 중
심으로 맞추는데 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1학년 이상의 자녀들과 함께 하는 가족 예배로 드려지
게 됩니다. Promiseland와 중등부 모임은 없습니다.
4. 감사절 주일 (Thanksgiving Sunday)
다음 주일(11/27)은 Thanksgiving 관계로 한인 휄로우십이 모이지 않습니다.
5. 최규진 목사: 휴가
최규진 목사가 휴가를 갖습니다 (11월 22-26일)
6. 날마다 솟는 샘물 (12월호)
12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휄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2.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 5분이든 한시간이든 상관없이, 교회의 리더쉽과 사역과 재정을 위해 기도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강한 분별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대강절 화환 워크샵 (Advent Wreath workshop)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대강절 화환 워크샵이 있습니다. 교회 밖의 친구들이나 가족을 초청하여
함께 화환을 만들고 예배에도 참가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등록: 안내 카운터)
- 일시 및 장소: 11월 26일(토) 6:45pm / 11월 27일(일) 12:15pm @ Willamette B
4. 성탄 맞이 가족 섬김 행사 (Be the Gift: A Family Serve Event, 12/10 (토))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와 같이 나누고, 가장 크신 선물이신 예수님
을 함께 맞이하는 가족 행사입니다. 12월 10일 아침 9시까지 채플에 모여 과제를 받아서 공동체
로 나가 행하시고, 오후 3:30에 다시 채플에 모여 식사와 예배,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
니다. 등록은 안내 카운터나 교회 사무실에서 해 주시고, 빌리지 가족들에게 도움을 청해야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Sarah Meeds(sarahm@vbconline.org)께 연락해 주십시오.
5. 천사와 함께 하는 아침식사 (Breakfast with an Angel, 12/3 (토), 9am @ Gym)
4세부터 유치부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성탄에 대한 이야기와 기쁨을 공감하
는 시간입니다. 이 행사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요리, 게임 리더 등으로 행사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은 Sarah Meeds(sarahm@vbconline.org)께 연락 바랍니다.
6. 4/5학년 학생 크리스마스 파티 (Zoo Lights, 12/2 (금), 6:30-9pm @ Zoo)
4/5학년 학생을 위한 크리스마스 파티가 동물원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 카운터
에서 등록해 주십시오. (입장료: 학생 $10, 어른 $15, 문의: sarahm@vbconline.org)
7. AWANA & Promiseland 캐롤링 (12/11 (주일), 1-3pm )
크리스마스 캐롤링에 참가를 원하는 Promiseland kids, AWANA Sparks, T&T clubs 학생들은
부모님과 함께 아래 장소 중 한 곳에서 참가 하시면 됩니다. (문의: sarahm@vbconline.org)
- 일시: 12월 11일 (주일), 1-3pm
- 장소: Hearthstone of Beaverton 또는 Hearthstone of Murrayhill

2016 헌금 업데이트
10월 헌금 참여자

547 (잠재 참여자 900+)

1-10월 예산

$2,694,261

1-10월 헌금

$2,36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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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목표 금액

$269,426

빌리지 대출 (10년)

$3,294,682

11월 1-13일 헌금

$137,569

빌리지 대출 (5년)

$1,996,098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감사하며 사는 삶: 창조 세계
Living Thankfully: Creation

본문: 창세기 1:26-2:4
설교: 렌지 아브라함 목사

창세기 1장 26절 - 2장 4절
(26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29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31절)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날이 지났다.
(1절)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2절)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3절)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4절)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한 시리즈의 네번째 설교 주제는 창조
세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에 들어와 지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창조된 이 세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에서 영광의 찬양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은 그 찬양을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다스릴 때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또한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삶으로 말씀읽기:
1.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 보이십니까?
Do you experience God in creation? How?
2. 교회에서보다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보게 된다고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십니까?
Do you sometime feel that you experience God more in creation
than in church? If yes, do you feel guilty about that?
창세기 1:26-28을 읽어보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보십시오
3.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What does it mean for creation to be the temple of God?
4. 창조된 이 세계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If creation is God’s temple, what does it mean to be image bearers
of God?
5. 정복자로서 다스리는 것과 관리자로서 다스리는 것의 진정한 차이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heart difference of reigning with dominance versus
reigning as stewards?
로마서 8:19-22 을 읽어보고 다음 질문에 답변해보십시오
6. 죄가 창조된 세계에 끼친 영향은 무엇입니까?
What has sin’s effect on creation been?
7. 창조된 이 세계가 죄로 물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How is creation acting now, in light of a sinful world?
8. 창조된 이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What is creation longing for?
말씀에 대한 반응
9. 하나님의 세계를 관리하는 일을 사람은 얼마나 잘 하고 있습니까?
How are we (humans) doing at being stewards of God’s world?
10. 우리가 이번 주에 우리의 세계를 돌볼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What are ways we can practically care for our world this wee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