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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A

김행자

목 1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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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4/30

5/7

5/14

휄로우십 다과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장경민,박주애
/박영미,윤재연

박미현,곽은영
/심미진,김남순

임은숙,김윤진
/이찬미,황진희

신윤선,이주영
/이윤경,이창열

주차 봉사

이호순/이형섭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변상윤/Tom Flynn

예배 안내

2017년 4월 23일

www.vbconline.org
kf.vbconline.org

한인부 목장 안내

MK (4월) & 레바논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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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부터 ‘부활의 삶 (Resurrected Living)’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시리즈
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기념해야할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경험하고 누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가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나?
Resurrected Living: What happened at Cana?

본문: 요한복음 2:1- 11
설교: 최규진 목사

요한복음 2장 1-11절
(1절)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2절)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3절)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
졌다" 하였다.
(4절)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5절)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
다.
(61절)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항아리 여섯이 놓
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두세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7절)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
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
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9절)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
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10절)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 두었구려!"
하였다.
(11절)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의 가나혼인잔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삶’에 관한 요한의 증언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로운 삶이란 그저 ‘더 나은 삶’ (Transformation)이 아니라, ‘새로운 삶’
(Trans-substantiation)입니다. 즉,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본질이 교체된 삶을 살아가는 삶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으로부터의 귀환 (Return
from death)’이 아니라, ‘죽음을 통한 새로운 삶으로의 나아감 (Entering
into a new life through death)’입니다. 요한은 물이 포도주로 그 본질이
교체되었던 사건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약속된 부활 역시 그렇게 죽음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의 영원한 삶을 약속
받은 것임을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존재로서의
완성은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에 관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된 죽음 이후의 미래입니다.
요한이 이러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복음서의 후반이 아니라 초창기부터 소
개해야만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구체적으로 소개할 ‘영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생이란 죽고나서도 영원히
사는 양 (quantity)에 관한 것이기 이전에,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질 (quality)에 관한 것이며 오늘 이곳에서 누리는 것입니
다. 물에게는 포도주로 변할만한 성분이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찾아오셨고, 더불어 살아가시며, 우리 삶의 주인
이 되어주십니다.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본질이 교체된 삶이고, 부활
을 이 땅에서 맛보며 (foretaste) 누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삶으로 말씀읽기:
1. 예수님을 진심으로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셨습니까?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기를 지금 갈망하십니까? 성도님의 회심 경험
(Conversion Experience)에 관하여 공동체내의 형제/자매님들과
나누어보십시오.
2.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능력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 성도님의 오늘 하루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생각해보십
시오.
3. 지난 며칠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이 성도님의 생각과 말과 행
동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 이곳에서 누리고 계십니까?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2017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 -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17년 빌리지 한인부 말씀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와 개개인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소망이 전달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향한 기대 가운데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0-3세 아이들을 위한
Nursery가 있고, 4세에서 5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저녁 집회 시간동안 같은
주제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계획해주시고, 기도로 함께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강사: 송병주 목사 (LA 선한청지기교회)
- 장소: 빌리지 채플
- 일시: 5월 22-24일 (월-수), 7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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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
- 어린이 돌봄: 135번방 (돌봄담당: 이준영 형제 & 이주영 자매)
3. 금주 수요예배 (4/26)
금주 수요일에는 Oratio 기도회로 모입니다. 한인부 수요예배로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4. 목자기도회 (4/29)
빌리지 한인부 목자기도회가 있습니다.
- 일시: 4월 29일 (토), 7pm
- 장소: Willamette B & C
5. 출타: 최규진 목사
최규진 목사는 Azusa Pacific 신학대학원에서의 객원 강의차 4월 25-27일 출타합니다.
6. 날마다 솟는 샘물 (5월호)
5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나 휄로우십 시간에 수령하여 주십시오.

@ 가족 공동체 소식
1. 장례
심호균 형제님의 부친 (심미진 자매님의 시부)이신 故 심의웅 성도님께서 지난 4월 19일
소천 받으셨습니다. 지난 22일 포틀랜드 중앙교회에서 Memorial Service가 있었습니
다.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2. 장례
이수영 선교사님의 모친 (이현숙 선교사님의 시모)이신 故 김덕경 성도님께서 4월 23일
부산에서 소천 받으셨습니다.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1) 담임목사 청빙과정에 도움을 줄 외부 컨설턴트를 찾는 과정에서 청빙 위원회에 지혜
와 분별력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2) 지역의 세 카운티에 있는 위탁 보호 시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필요를 충족
시키기에는 심각하게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2. 여성부 여름 성경공부 (5/23-6/27 (6주), 매주 화요일, 10-11:30am)
여성부 여름 성경공부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Poppy Smith를 강사로 모시고,
“나는 누구이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시길 원하시는가?” 라는
물음의 대답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등록비: $15, 아이 돌봄 서비스: 없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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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 비용: $169
- 등록: theophilus.info
- 문의: Dan Son, dans@vbconline.org
4. 중등부 여름 캠프 (7/9(주일)-7/15(토) @ Black Lake Bible Camp)
올 가을 6-8학년이 될 중등부 아이들을 위한 캠프로, 수상 스포츠, 여러 게임과 함께
예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등록: middleschool.vbconline.org)
5. 고등부 여름 CIY “Move” 컨퍼런스 (7/31(월)-8/4(금) @ OSU)
올 가을 9-12학년이 될 고등부 아이들을 위한 Christ In Youth’s “Move” 컨퍼런스가
5일간 개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의 귀한 소명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고등부 학생들을 초청합니다. (등록: highschool.vbconline.org)
6. 공동체 텃밭 (Village Community Garden)
공동체 텃밭 신청을 4월 17일(월)부터 받습니다. 비용은 $20이며, 원하시는 분들은 주
중 front office로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의: insilk@vbconline.org)
7. 어린이 도서관 도서 기증 안내
어린이 도서관에서 모든 연령의 아이들을 위한 책을 구합니다. 기증해 주실 분은 교회
사무실이나 232번방으로 가져다 주시면 됩니다.
8. 여성부 하이킹 산책 (Hikes & Rambles, 4/29(토), 10am @Noble Woods Park)
올해 첫 하이킹 산책이 4월 29일 시작됩니다. 2마일 정도의 잘 포장된 산책길로 리더이
신 Mary Roberts와 Century Blvd parking lot에서 만나서 출발하시면 됩니다. 참가
를 원하시는 분은 Mary(vcesmusicteacher@gmail.com)께 미리 연락바랍니다.
- 일시: 4월 29일 (토) @ 10am
- 장소: Noble Woods Park (475 SE Century Blvd, Hillsboro)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1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2

Jason의 편지

여성부 여름 성경공부 (5/23-6-27)

[며칠전 Clatskanie에서 Jason Lebeck이라는 학생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한국으로 단기선교를 떠나는데, 한인분들의 기도를 요청한다며,
아래와 같은 편지를 전달해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슨 레벡이고 한국, 광주로 단기 선교를 가려고 합니다. 저는 14살이
지만 하나님께서 광주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선교를 하도록 부르셨어요.
이 모든 것은 제 친구가 이번 여름에 몽골로 선교 여행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시작되었어
요. 그 친구는 이제 15살이라서, 제가 어떻게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냐고 물었더니 “Teen
Missions International”을 통해서 라고 했어요. 제가 자세히 물으니 그 친구는 “Teen
Missions International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단체이고, 청소년들을 선교사로
훈련시키려는 목적으로 단기 선교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어요.그 얘기를 듣고 저는 선교
여행을 결심하게 되었고, “Teen Missions International”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더니
많은 선택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저를 일본, 오사카에 부르신다는 생각이 들
었는데 나중에 그 곳이 취소 되었어요. 오사카에 있는 교회가 “Teen Missions
International”과 더이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광주로 바꾸었
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제가 선교 여행을 가기를 원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예요. 하나님
을 믿기에 한국으로 선교지가 바뀌는 일에 제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실은 특
별한 일이 일어났는데, 이 일로 제 믿음이 더 자라게 된 것이예요.
저는 광주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될거예요. 많은 아이들이 이미 영어를 잘
하지만, 몇몇 단어들을 발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도와주려고 해요. 또 저는 인형
과 이야기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해서 예수님에 대한 저의 믿음을 나눌
생각이예요. 저는 6월 16일에 떠나 먼저 플로리다에 있는 훈련기관에 들어가요. 거기서
선교지로 가기전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요. 거기서 준비가 되면 한국에
가서 한달을 지내고, 그 뒤에 다시 플로리다, Merritt Island에서 일주일을 지내게 되요.
보고를 하기 위해서 인데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누고, 믿
음을 굳건하게하기 위한 시간이예요.
제가 선교여행을 가는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이 첫째 이유이지
만, 다른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이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
서는 $4,690이 필요한데, 저와 함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한 물질적인
것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려요. 이를 통해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광주에 전할 수 있도록 말
이예요.
만약 저를 물질적으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저와 기도로 함께 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
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아니면 광주에 가는 그 선교팀 -15명의 청소년(13-19세)-을
축복해 주실 것이니까요. 감사드리고, 하나님 축복을 빕니다.
* 후원을 원하시는 분은 휄로우십 장소 옆테이블에 위치한 별도의 안내지를 참조해주세요.

Go For it!
Make Your Life Count for God
안녕하세요,
올해 여성부 여름 성경공부가 5월 23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반 1011:30, 저녁반 7-8:30으로 나뉘어 Columbia Room에서 진행됩니다.
The Well과 조금 다른 점은 스낵과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가르치는 시간
은 더 짧은 반면 소그룹(6-8명)으로 나누는 시간이 더 길다는 점입니다.
교재는 빌리지교회 성도이신 Poppy Smith가 쓰신 ‘Go for It! Make Your Life
Count for God’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꿈이 있으신데 어디로 가야할지 몰라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있
으시다면,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 그 길을 찾아보십니오.
이번 성경공부를 통해,

• 당신은 당신을 고무시키고, 도전하며, 꿈(D.R.E.A.M)을 꾸게 될 것입니다.
• 당신의 힘과 능력, 삶을 변화시킨 경험들이 하나님의 계획와 목적안에서 어떻게 사
용 되어질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지금의 당신을 어떤 여성이 되도록 만드시는지,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충만한 삶으로 이끌고 계신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 책은 혼자, 또는 가까운 친구들, 또는 소그룹에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기에 좋습
니다. 각 장을 읽고, 질문에 답하면서, 당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실 미
래를 포함한 당신의 인생 지도를 그려나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Go For it!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을 깨달아
보십시오. 질문에 답하며 상호작용하고, 여백에 생각을 적으며, 읽어 나가시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실 것입니다. 다 끝마쳤을 때는모든 이들이 간절히 알기를 바라
는 질문의 해답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하나님
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고자 하시는 가에 대한 물음 말이죠.

Jen Spickelmier
ministry assistant for women’s mini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