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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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7:30pm

IMAN

나정우/찬미

금 7:30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MK

김민수/미숙

금 7:30pm

•수요일: AWANA 6:30-8:15pm
•주 일: 2살 미만 (1층 Nursery),

메나

홍영기/진영

금 6pm

라윤

임종화/민디

금 7pm

바마코

변동준/미미

금 7pm

사하라

배성웅/은정

토 10a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8pm

레바논

김명제/은경

화 8pm

미정

이광석/진희

미정

시리아

이청호

금 8pm

샤론

손국자

주중 저녁

아테네

이미영

주일 7pm

암만

황순옥

화 10:30am

미정

강교현

수 10am

미정

김행자

금 10:30am

나진

김릴리

수 4pm

운영됩니다.
3세-5학년 (벽난로방) / Youth (Willamette C)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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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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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 당번 안내
3/12

3/19

3/26

4/2

휄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신윤선,이주영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최설아
/김새롬,전혜경

장경민,박주애
/박영미,윤재연

박미현,곽은영
/심미진,김남순

주차 봉사

Chris Steenkolk
/이장춘

황호세/전동명

변동준/박진환

조성갑/박범찬

예배 안내

2017년 3월 12일

www.vbconline.org
kf.vbconline.org

한인부 목장 안내

105도/사하라 (3월) & MK (4월)

균형 잡힌
성장
Pursuing
Truth

응답하는
예배
Responding
in Worship

샬롬
공동체
Marked
by Love

변혁
공동체
Living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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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절)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어린이와 같이
The Revealing of Christ: Like a Child

본문: 마가복음 10:13-27
설교: 빌 독터름 목사

(26절)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
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마가복음 10장 13-27절
(13절)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14절)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
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
이다.
(15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
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16절)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
셨다.
(17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8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19절)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
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
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20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
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
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22절)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
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24절)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
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곧장 예루살렘을 향해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
예수님께서는 기회있을 때마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은 그중 한가지입니다.
1.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축복해주시다
천국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비어있는
그릇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예수님께서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재산을 버리고 따라오라고 하시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가진 것이 많았습니다. 그에게는 천국의 선물을 받아넣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재산이 천국의 선물, 영생보다 더 귀중하였던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소유물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을
공간이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재물을 소유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재물이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재물이
사람들에게 주는 위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재물은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에게 가지
못하게 합니다. 재물이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우리는 그 재물을 관대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재물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한인부 MID Group
한인부 MID Group (Mobilization in Discipleship)은 빌리지 한인부의 공식적인 모임으로 일반
목장에 참여하시는데 특별한 제약이 있으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소-중그룹 공동체입니다.
3월 17일 (금) 첫번 모임이 시작됩니다. 참가 신청서는 로비의 안내 데스크나 휄로우십 테이블에서
수령해주십시오.
- 정기모임 일정: 매월 첫번째와 세번째주 금요일 오전 9:30-11시
- 첫 모임: 3월 17일 (금) 오전 9:30-11시
- 장소: Willamette A
- 문의: 최규진 목사 or 이종천 형제
2. 2017년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한인부 성장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오늘 휄로우십을 마치고, 벽난로방에서 함께 식사후,
각각의 장소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소: 변화의 삶 @ Bridge Room // 구약의 숲 @ Willamette B
- 어린이 돌봄: 135번방
3. 무릎선교사 모임 (3/18)
무릎선교사 기도모임이 있습니다
- 일정: 3월 18일 (토) 7am
- 장소: Fellowship Hall West

@ 가족공동체 소식
1. 장균/장희영 선교사 출국 (3/14)
장균/장희영 선교사님께서 3월 14일 필리핀으로 출국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
부탁 드립니다.

3. 빌리지 카페 자원봉사자 모집 (20명)
빌리지 카페에서 자원봉사자를 구합니다. 경험이 없으신 분도 트레이닝을 받아 봉사 가능하오니,
섬겨주실 분은 Mark Elliot (vbccafe@vbconline.org)로 연락 바랍니다.
4. 레바논 단기선교 안내 (오늘 예배후 @ Willamette C)
오늘 예배 후 레바논 선교 안내 모임이 열립니다. 난민들을 위한 의료 사역, 치과 사역, 어린이 사
역, 지역사회개발, 음식 준비, 가정 방문 사역의 기회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석 바
랍니다.
5. 비버튼 심포니 오케스트라 봄맞이 콘서트 (5/17, 5/19)
비버튼 심포니 오케스트라 봄맞이 콘서트가 열립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초대권이 구비되어 있습
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beavertonsymphony.org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5월 17일 (금) 7:30pm / 5월 19일 (주일) 3pm
- 장소: 대예배당 (Sanctuary)
6. 빌리지 토의: 트럼프의 행정 명령, 국가 보안 & 난민 (3/19, 4:30-6:30pm @ Willamette A)
빌리지 토의는 두달에 한번 공동체가 모여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 수렴하여 성령이 평화의 띠로 묶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한 (에베소서 4:3)
시간입니다. (인도: 존 조단 목사 & 존 곽 목사)
7. 2017 빌리지 대학 봄 학기 (등록 마지막주)
2017년 빌리지 대학 봄 학기가 지난주 시작되었으며, 이번주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
와 수강신청을 위해서 vu.vbconline.org나 로비의 안내 데스크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부활절 달걀 잔치 (Eggsplosion) 안내 (4/15, 9am)
오는 4월 15일 빌리지에서 지역사회의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행사인 부활절 달걀 잔치가 열립
니다. 5학년 이하의 아이들을 위한 게임, 공작, 달걀 찾기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부활절 달걀에 들
어갈 작은 장난감, 사탕 등의 기부를 부탁드립니다.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1) 빌리지 청빙 위원회는 외부 검색 회사와 협력하여 담임 목사 지원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주님께서 청빙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위원회를 계속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우리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피난처와 자원을 제공하는 포틀랜드 구제 사역과 모든 지역 단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재원과 자원 봉사자, 활동력이 주변 도시들을 통해 충분
히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2017년 중고등부 수양회 (Theophilus, 7/1-4 @ Multnomah University)
중고등부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해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Theophilus가 올해는 여름,
7월 1-4일 포틀랜드에서 열립니다. 리더로 섬겨주실 분은 Dan Son(dans@vbconline.org)께
연락바랍니다.
- 비용: $129 (2/10-4/9 등록시), $169 (4/10-6/11 등록시)
- 등록: theophilus.info

2017 헌금 업데이트
2월 헌금 참여자

524 (잠재 참여자 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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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예산

$538,866

1-2월 헌금

$426,076

2월 헌금

$224,037

빌리지 대출 (10년)

$3,273,410

3월 1-5일 헌금

$60,249

빌리지 대출 (5년)

$1,728,356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동역 선교사 소식
* 우간다 목장 (목자: 유광현/연실) 선교지를 소개하고 그 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 소식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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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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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