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2016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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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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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나

홍영기/진영

금 6 pm

라윤

임종화/민디

금 7 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 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 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금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형제 목장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시리아

이청호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금 8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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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매 목장

(형제: 231호 / 자매: 윌라멧 A)
수요일 9:30am
(자매: 휄로우십홀)

샤론

손국자

수 11 am

아테네

이미영

월 10a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봉사 당번 안내
12/25

1/1

1/8

1/15

휄로우십 다과

휄로우십 없음

다같이

전체 다과

테이블

어린이 돌봄

휄로우십 없음

다같이

이은경,조희정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신윤선
/유세정,박나경

주차 봉사

황호세/전동명

변동준/박진환

조성갑/박범찬

유규하/황성헌

예배 안내

아테네 (12월) & 미얀마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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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변혁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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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th

Respo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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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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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이야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God with Us

본문: 마태복음 1장 18-23절
설교: 존 곽 목사

마태복음 1장 18-23절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19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20절)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22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23절)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성탄 주일 예배 (Christmas Day Service - 10am)
오늘 성탄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에 빌리지 온 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아이돌봄 (Nursery)과 주일
학교가 없으니 자녀들과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한인 휄로우십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2. 신년 첫주 주일예배 (1/1)
12월 31일에는 토요예배가 없고, 1월 1일 주일 예배 (9am & 11am)로만 모입니다.
3. 신년 첫주 한인 휄로우십 (1/1)
신년을 감사하며 신년 다음주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떡국 식사가 있습니다.
4. 빌리지 한인부 가족 사진 촬영 (1/1)
다음주 (1/1)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빌리지 한인부 가족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한인부 온 가족 단체
사진 촬영이 있고, 또 원하시는 가정에 한하여 가족별 사진 촬영을 위한 Photo Booth가 있습니다.
5. 2017 한인부 사역 헌신서
지난 주일에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2017년 한인부 사역 지원서가 배부되었습니다. 사역지원서는
(1)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2) 공동체 내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마음으로 분별하신 후, 2017년 1월 15일까지 휄로우십 시간이나 목장모임을 통해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용지가 필요하신 분은 로비의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6. 2017년 빌리지 한인부 주소록 제작
2017 빌리지 한인부 주소록을 제작합니다. 2016년 버전과 비교하여 등록이나 업데이트가 필요한
부분은 2017년 1월 8일까지 휄로우십 테이블의 용지나 아래의 이메일을 통해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kf@vbconline.org).
7. 연말 한인부 예배 및 모임 안내 (12/19-31)
수요예배는 12월 21일과 28일에 없습니다.
새벽기도회는 12월 19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쉽니다.
중보기도모임은 12월 19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쉽니다.
12월 25일 (주일)은 한인 휄로우십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1월 1일이 주일인 관계로 송구영신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8. 신년 특별새벽기도회 (1/3-14)
2017년을 어떻게 시작하시겠습니까? 2017년이라는 새로운 챞터를 공동체로 함께 모여 기도로
시작하는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로 초청드립니다.
- 일시: 1월 3-14일 @ 평일 5:30am, 토요일 6am
- 장소: 대예배당 (평일), 음악실 (토요일)
9. 날마다 솟는 샘물 (1월호)
1월호 날샘이 도착했습니다. 로비의 안내데스크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4/권).

10. 조준모 교수와 함께 하는 찬양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 (1/14-15)
2017년을 한해를 시작하며 예수님을 향한 음악과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간증 집회가
있습니다. 조준모 교수님은 CCM 싱어송라이터이고, 한동대학교 언어학 교수이며, 선교한국 및
코스타 찬양인도자로 섬겨오셨습니다. 조준모 1-3집과 어노인팅 외 앨범에 참여했으며, 대표곡은
‘그의 생각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등 입니다.
- 초청 찬양사역자: 조준모 형제
- 일시: 1월 14일 (토) 7pm & 15일 (주일) 4:30pm
- 장소: 빌리지 채플

@ 온 교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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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하셔도 좋고, 퇴근길에 하셔도 좋고, 아이들과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빌리지 공동체를 위해 같은 시간에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2. ESOL: 영어교사 및 자원봉사자 모집
1월부터 시작하는 빌리지 ESOL 봉사 활동에 도움을 주실 영어 교사를 구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이민자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그들에게 다가가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Nanci Leiton(nancil@vbconline.org)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여성부 수양회 (2/10-12 @ Canon Beach Conference Center)
2017년 여성부 수양회가 The Real Jesus, The Real You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Pauline
Fong (IVF NW Director)을 강사로 모시고 예수님이 여자인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셨는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모습과는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Bonnie Knopf가 찬양 리더로 함께 할
것입니다. 비용은 $185이며, 등록마감은 2월 5일 입니다.
(등록: 안내 데스크나 women.vbconline.org)
4. 포틀랜드 구제 사역 (Portland Rescue Mission) 크리스마스 모금 활동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청바지, 양발, 여행용 세면도구의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청바지는 깨끗하게
관리되어진 중고용품도 기부 가능하며, 교회 로비에 비치된 PRM 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지역
공동체의 노숙자들을 위한 성도님들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insilk@vbconline.org)
5. 연말연시 빌리지 Office Hour
연말연시 공휴일 빌리지 Office Hour는 다음과 같습니다.
- Closed: 12월 26일, 27일, 28일, 1월 2일
6. 시설 관리인 (Custodial Position) 구인 안내
빌리지에서 풀타임 시설 관리인을 급구합니다. 업무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2시부터
교회 업무 종료까지이며, 풀 베네핏을 보장합니다. 교회에 활발히 참석하시는 성도만 지원 가능
합니다. (이력서 & 커버 레터: Mike Fraser, mikef@vbconline.org, fax: 503-520-9499)
7. 무슬림 난민
근교에 살고 있는 이라크 무슬림 난민 가정의 한 자매로부터 대화할 상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최규진 목사에게 문의해주십시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송구영신 가정예배 가이드

2.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묵상 (Listening to the Word)
• 시편 139편 (구약1003p)을 한절씩 교독하십시오. Read Psalm 139 verse by
verse.

• 한해를 돌아볼 때, 본 시편에서 어떤 구절이나 표현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서로
빌리지 한인부 성도 여러분! 2016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간입니다. 아래의
가정예배 가이드를 참조하여, 금주 중 소그룹으로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녀들과 함께 가족이 모여, 혹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삼삼오오 모여 예배하시길 초청드립니다.

나누어 보십시오. As you look back 2016, which verse or expression in this
Psalm touches your heart the most? Please share with one another.

3.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Reflection)
• 올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또한 서로에게 감사한 것
들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e things you are thankful about for 2016?
What are the things you want to thank to one another?

1.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Praise)
*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입니다. 다음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을 표현해보십시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1.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2.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3.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1.

Jesus, You’re the sweetest name of all
Jesus, You always hear me when I call
O Jesus, You pick me up each time I fall
You’re the sweetest, sweetest name of all

2.

3.

Jesus, how I love to praise Your name
Jesus, You’re still the first the last the same
O Jesus, You died and took away my shame
You’re the sweetest, sweetest name of all
Jesus, You’re the soon and coming King
Jesus, we need the love that You can bring
O Jesus, we lift our voices up and sing
You’re the sweetest, sweetest name of all

• 올 한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후회되는 일이나, 회개할 일들이 있습니까? 서로
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나 용서해야 할 것이 있습니까? As you look back, are
there anything that you are regretful of, or something you need to repent
on before God? Are there anyone to whom you need to ask for
forgiveness, or anything you need to forgive?

• 올 한해 하나님은 형제/자매님께 어떤 분이셨습니까? 다음의 문장을 완성해보십시
오. “지난 2016년동안 하나님은 제게 _________ 분이셨습니다.” How would
you remember and introduce the God you have known in 2016 to others.
Please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 “For me in 2016, God has been
_______________”

4.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Prayer)
• 한해를 마감하며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Pray with the
words/expressions that you really want to say to God, as you wrap up
2016.

• 이웃과 지역, 세상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Pray with words/expressions that you really want to say to God, as you
look around your friends, communities, and the world.

5.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Common Prayer)
•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를 진심으로 고백하며 예배를 마치십시오.
Finish this time by wholeheartedly praying the prayer that Jesus taught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