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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1

6/18

6/25

7/2

휄로우십 다과

테이블

다같이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신윤선,이주영
/이윤경,이창열

장경림,최설아
/김새롬,전혜경

장경민,박주애
/박영미,윤재연

임은숙,최정아
/이찬미,황진희

주차 봉사

황호세/전동명

변동준/박진환

조성갑/박범찬

유규하/황성헌

예배 안내

2017년 6월 11일

www.vbconline.org
kf.vbconline.org

한인부 목장 안내

메나 (6월) & 라윤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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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
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나님 나라 이야기
법을 초월하는 삶
Living Beyond the Rules

본문: 갈라디아서 5
설교: 데릭 본 목사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
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14절) 모든 율법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한 마디 말씀 속
에 다 들어 있습니다.
(15절)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
니, 조심하십시오.
(16절)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
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2절)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
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
다. 이 둘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
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18절)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4절)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19절)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5절)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7절)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8절) 그런 꾐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9절)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10절)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
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12절)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20절)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
당과
(21절)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놀음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
과
(23절)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
에 못박았습니다.
(25절)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
아갑시다.
(26절)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
다.

*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Dr. Derrick Bhon은 예전에 빌리지의 성도였으며, Johnson
Bible College, Southern Christian University, Western Seminary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현재는 Michigan주에 살면서, Knife Compan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그 법에 맞추어 조절하게 되어 사
회의 질서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법이 있으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그 법의 잣
대에 비추어 판단하여 사이가 멀어지고, 또한 모든 일을 법에 따라 하려고 하여
종래에는 법에 묶여 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
신 율법은 본래 선한 것이었지만, 나중에 그 율법은 결국 사람들을 차별하는 기
준이 되어버렸고, 유대인들의 삶을 속박하는 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바
울은 그러한 전통 속에 살고 있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함
을 받았으니 그 자유를 누리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자신의 욕
망을 채우는 방종한 자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법을 초월하는 삶을 살려면, 다음의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1.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2.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대로 사십시오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사람은 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이 법을
초월하여 사는 삶이며,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청신(오른쪽)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탄력있는 청소년 기르기
*본 내용은 지난 5월 21일 빌리지에서 열였던 Rasing Resilient Teen-Agers의
세미나 내용 요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가족과 함께 살도록
하셔서, 우리가 계속하여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이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부터 맡아 기르고 있는 것입니다. 양육의 목적은 그들이 성인이 되어 우리를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항상 우리의 일부분이지만 우리와는 다른, 분리된 존재입니
다.
청소년기는 변화의 시기이고, 성인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부모
도 힘들지만, 아이들에게도 힘든 시기입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
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필요 조건 5가지
1. 안전함 : 이것은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2. 소속감 : 이것은 사랑을 자라게 합니다.
3. 자기 가치감 : 이것은 공감능력의 뿌리가 됩니다.
4. 자율성 : 이것은 참 자아를 기릅니다.
5. 자신감 : 이것은 희망을 기르고, 희망은 탄력을 기릅니다.

2. 연료 탱크 원리 (The Tank Principle)
: 연료 탱크가 비어있으면 달릴 수 없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5가지 필요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아이들은 제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연료 탱크
가 비워지지 않았는지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3. 열매 이전에 뿌리 원리
(The Root-before-Fruit Principle)
: 나쁜 뿌리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열매를 바꾸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바뀌어야 합니
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뿌리부터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 물려줌의 원리 (The Pass-It-On Principle)
: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물려줍니다. 우리가 하는 것을 아이들도 할 것 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버이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21)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에베소서 6:4)
많은 기독교 서적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지만,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부모가 아이들을 조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인
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 기본원리 4가지
1. 빙산 원리
(The Iceberg Principle)
: 겉으로 나타나는 말이나 행동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의 끝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숨겨진
훨씬 큰 마음, 욕구, 두려움, 생각들
을 들여다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
다.

청소년기의 아이의 뇌는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해주
어야 합니다. 바보같은 짓을 한 아이에게 왜 그랬냐고 물으면 ‘I don’t know’라고
대답할 때, 정말 자신도 그 이유를 모를 수 있습니다.
아이가 ‘나는 엄마(아빠)가 싫다'고 할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아이들
은 부모의 울타리를 벗어나 정말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을 뿐입
니다.
포르노그라피를 보는 아이를 야단치는 대신 아이에게 몸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설명하고, 이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려 주고, ‘엄마(아빠)는
네가 앞으로 정말 멋진 sex life를 가지길 원한다, 그러나 포르노그라피는 그런 sex
life에 독과 같은 존재야' 라고 설명해 주어 건전한 성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기의 발달과 특징
1. 신체적 발달 - 신속한 성장
• 키
• 몸무게
• 체모
• 기름
• 땀
• 호르몬
• 2차 성징

정상인지 걱정할 사안인지?
•
•
•
•
•
•
•

화장실에서 오랜 시간 보내기
몸을 가지고 실험하기
이상하고 안전하지않은 행동
위생에 신경쓰지 않는 것
분노 폭발
우울
쉽게 흥분. 극적인 반응

정상

• 아무런 감정의 기복을 보이지 않는
것

걱정

2. 인지적 발달
• 추상적 사고
• 미래에 대한 계획
• 도덕적 추론
• 친구간의 문제 해결
• 삶의 의미에 대한 생각
그러나, 판단을 하는 뇌의 영역은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은 상태
(25-28세에 완전히 발달)

• 독립적인 태도 (부모 말대신 스스
로 생각하고 행동하려고 함)
• 부모는 아무것 도 모른다고 생각
•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비밀을 만듬
• 자신은 다 아는 듯이 행동함
• 부모의 권위에 도전

정상

• 어떤 것에도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
지 않는 것

걱정

3. 사회적 발달
• 깊은 우정 관계 형성
• 정체성에 대한 고민
• 공감 능력 향상
• 부모님보다 친구의 생각에 가치
를둠

• 모든 것을 다 시도해보는 것
• 부모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는 것
• 성정체성에 의문을 가지는 것

정상

• 아무것도 흥미가 없는것
• 친한 친구가 없는 것
•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 잔인한 경향 - 동물에게 해를 가하
는 행동

걱정

• 한눈에 사랑에 빠지는 것
• 그 사랑이 매주 바뀌는 것
•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것
•

정상

• 포르노그라피를 보려는 것/보는 것
- 정상이지만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빠지면 걱정

정상
/걱정

4. 성적 발달
• 성적 감정의 인식
• 사랑와 열정적인 감정
• 더 명확하게 정의된 성적 취향
• 성적 매력에 대한 고민

잘못된 양육 태도

도움이 되는 양육태도

아이의 달라지려고 하는 욕구와
자신 위주의 생각을 눌러막는 태도

독립성을 장려

과보호, 조종하려는 태도

합리적인 테두리 설정

관여하지 않는 태도 또는 그들의 문
제에 너무 빠져드는 태도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기 쉬운 태도.
도와주되 그 문제를 부모가 가지고 와서 고민
하지는 말아야

충분한 지도와 제한 없이 자유를 허
락하는 태도

선택을 하게 하되 책임을 지게하고,
부모가 바라는 것을 합당하게 설명해야

아이들의 성숙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태도

성숙함과 더불어 생기는 책임감을 알려줘야

너무 엄격하고, 체벌위주의, 공감하
지 못하는 태도. 닫힌 생각

아이들에게 귀기울이고 아이들로부터 배우려
는 태도. 은혜에 은혜를 더하고 용서하는 태도
단호하지만 아이를 이해하려는 태도

성적 발달과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태도

성에 관해 편하게 이야기해야

아이의 발달을 넘어서는 과도한 성적
주제에 대해 얘기는 것

아이의 성숙 단계에 맞춰 얘기해야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생각

아이를 믿어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하고, 결
과를 책임지게 해야

아이의 행동을 어떤 기준에 맞추어
비꾸려는 태도

양육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
꾸는 것임을 명심

아이와 이야기할 때에는 아이와의 관계를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
에 대해 더 얘기해봐', ‘그건 정말 중요한 것 같구나'라고 아이의 이야기를 존중해
주어 아이가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빌리지 한인부 새가족반 (5/27-6/17)
빌리지 한인부 새가족반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일시: 5월 27일 - 6월 17일, 토요일, 4주간 @ 6:30-8:30pm
- 장소: Willamette A
- 문의: 조희정 자매 & 이청호 형제
2. 한인 휄로우십 (6/18)
새가족반을 마친 직후인 다음 주일 (6월 18일)에는 한인 휄로우십에서 점심식사가 준비
되며, 모든 한인 성도님들의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3. 빌리지 한인부 형제 하이킹 (Men’s Hiking, 6/24)
빌리지 한인부 형제들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목과 화합을 목적으로 Men’s Hiking이
있으며, 형제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 일시: 6월 24일 (토), 7am-3pm
- 장소: Mt. Saddle State Park (교회에서 집합 후, 이동)
- 회비: $15 (Brunch 포함)
- 문의: 전동명 형제 & 이청호 형제 (활동사역팀)
4. 선교를 위한 기도 (6/17, 7am)
‘선교를 위한 기도’를 위한 대화 모임이 있습니다. 기존에 무릎선교사로 모이던 지체들을
포함하여, 관심이 있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 구체적이고 전문화된
관심을 갖고, 소통하며, 기도로 참여하기 위한 대화 및 기도 모임입니다. 함께 시간을
내어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자 하는 지체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6월 17일 (토), 7-9am
- 장소: Fellowship Hall -West

@ 온 교회
1. 19시 기도 :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매주 목요일, 7pm)
1) 빌리지 공동체가 오순절이 가능케한 모든 것의 실제와 아름다움과 능력 안에서 계속
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깨어 나오소서!
2) 지속적인 인종 차별 시위와 활동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the greater Portland
Metro area에서의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교회 오피스 업무시간 변경 (5/30-9/5)
여름동안 오피스 시간이 9am-4pm으로 변경됩니다.
3. 여름 성가대 콘서트 & 디저트 (6/11(주일), 5-7:30pm)
오늘 6월 11일 빌리지 성가대가 New Orleans에서 오신 작곡자이자 피아니스트인
Dr. Benjie Harlan을 모시고 정기 여름 성가대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콘서트 중간
휴식시간에 Columbia Rooms에서 디저트가 준비될 예정입니다.
4. Theophilus 리더 모집
오는 7/1-4에 열리는 중고등부 컨퍼런스인 Theophilus에서 학생들과 함께 하며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리더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있는 일에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https://theophilus.info/staff/에서 신청바랍니다.
5. 새 포도주, 새 부대 (6/15(목), 7-8:30pm @ Columbia Room)
Robert Lyman Potter 박사를 모시고,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Multnomah 신학교 Cross-Cultural Engagement의 New wine, New Wineskin’s
Doctor of Ministry Track이 제공합니다.
6. 아이돌봄 도우미 모집
빌리지 너서리에서 일하실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Sarah Meeds에게
연락바랍니다. (sarahm@vbconline.org)

5.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 구약의 숲
지난 봄학기 성장 프로그램 중, ‘구약의 숲’의 Reflection Paper를 제출해주셨던 분들은
오늘 휄로우십에서 해당 조장님을 통해 수령 부탁드립니다.

7. Promiseland 부모 견학 가능 (6/11 & 6/18)
이번주와 다음주 2주동안, 부모님께서 2살반-5학년반 수업을 아이와 함께 하실 수 있습
니다. 2살-유치원반은 Children’s Village 아래층에서, 1-5학년반은 231번 방에서
체크인해 주십시오.

@ 지역사회

8. Promiseland 등업 (6/25)
이번주, 5학년 아이들이 중등부반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체크인은 Promiseland에서 하
고, 체크아웃은 North Willage 중등부반에서 하게 됩니다.
6월 25일, 초등학교 모든 학년이 다음 학년으로 올라갑니다. 5학년 아이들은 중등부반
으로 바로 가시면 되고, 유치원생들은 1학년반 (231번방)에서 체크인을 하시면 됩니다.

1. 선교후원 음악회 (6/18)
밴쿠버 성산교회 주최로 선교후원 음악회가 있습니다.
- 일시: 6월 18일 (주일) 6:30pm
- 주최: 밴쿠버 성산교회 (김재학 목사)
- 장소; 포틀랜드 영락교회 (17415 NW Walker Rd. Beaverton. OR 97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