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한인부 목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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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부 목장은 6가정(가족목장) 또는
8명(형제, 자매 목장)이하로 모이는
소그룹 생활신앙 공동체입니다.
105도

정현균/기숙

금 8pm

미엔

조용희/희정

금 8pm

IMAN

나정우/찬미

금 6:30pm

다음 세대를 위한 모임 안내

MK

김민수/미숙

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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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

사하라

배성웅/은정

금 7pm

우간다

유광현/연실

금 7pm

레바논

김명제/은경

주일 7pm

요르단

이광석/진희

금 6:30pm

-

-

-

샤론

손국자

금 6:30pm

터키

황순옥

수 11am

기니

강교현

화 10am

ACA

김행자

금 10am

나진

김영숙

월 4pm

미정

김남우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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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

가운데 불어오는

창조의 생기

자매

토, 6:00am (음악실)

• 중보 기도회 : 월요일 7:30pm
(형제: 윌라멧 A
자매: 윌라멧 C)
수요일 9:30am
(자매: 휄로우십홀)

다문화

봉사 당번 안내
6/3

6/10

휄로우십 다과

테이블

전체식사

테이블

테이블

어린이 돌봄

이윤선, 박주애
/장경민, 나찬미

제니퍼,
중등부 아이들

김새롬, 조혜영
/윤재연,전혜경

전경우, 전미주
/이윤경, 황진희

주차 봉사

유광현/홍영기

이호순/이형섭

임종화/황규섭

김동현/지종성

예배 안내

2018년 6월 3일

www.vbconline.org
kf.vbconline.org

6/17

라윤 (6월) & 바마코 (7월)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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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보시고, 보살펴주시는 은혜
The Grace of Seeing & Being Seen

지금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시선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늘 속에 가리어
사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리어진 이웃들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9장 18-22절
설교: 폴린 퐁

마태복음 9장 18절 -22절
(1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지도자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셔
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면 살아날 것입니다."
(19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를 따라가셨고, 제자들도 뒤따라갔다.
(20절) 그런데 열두 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뒤에서 예수께로
다가와서, 예수의 옷술에 손을 대었다.
(21절) 그 여자는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
도 나을 텐데!" 했던 것이다.
(22절)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 여자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운을 내
어라,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 때에 그 여자
가 나았다.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
니라 사회에서 냉대를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파탄에 이른, 그야말로 아무
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낫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
고, 예수님에게 의지하였을 때, 오랜 기간 동안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에 들어오지 못하
며 그늘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
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 그에게 구원을 베푸
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날 예수님
으로부터 오는 치유는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의 손을 통해 이루어집니
다. 서로에게 손을 뻗어 고통을 덜어주며, 서로를 기도 가운데 회복시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시선을 돌리고 나서서 동참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 그들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
격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나타날 것입니다.

빌리지 알림판
@ 한인부
1. 환영합니다
오늘 빌리지를 처음 방문하셨는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 주일 11시 예배 후, 체육관에서 모이는 한인들간의 교제 테이블 모임으로
초청드립니다. 한주간의 삶과 예배에서 느낀 생각과 감동을 중심으로 사귐을 갖는 모임
입니다. 체육관은 남쪽으로 옆건물 아랫층에 있습니다.

추천인 연락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청종하며 만나는 과정이 될 수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최규진 목사, paulc@vbconline.org).
9. 빌리지 인생극장 펀드레이징 (6/3)
2018 빌리지 인생극장 펀드레이징 목적으로 돈까스와 열무김치 판매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오늘 휄로우십 시간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10. 날마다 솟는 샘물 (6월호)
6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나 휄로우십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 지역 사회

2. 한인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
지난 주일에 한인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이 있었습니다. 휄로우십 테이블은 공동체 내
다양한 지체들과의 사귐과 나눔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재배정됩니다.
오늘 배정을 필요로 하시는 형제, 자매님께서는 체육관 뒷편 20번 테이블로 오셔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동명 형제).

1. Summer School Program (6/25-7/19)
오레곤 선교교회에서 주관하여 6-12학년 대상의 여름학교 (영어, 수학, 에세이) 프로그
램이 진행됩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휄로우십 시간에 날샘 판매 테이블에서 관련 브로셔
를 참조해주십시오.
- 기간: 6월 25일 - 7월 19일
- 문의: 오레곤 선교교회 (kmcoregongta@gmail.com, 213-407-2206)

3. 오늘 한인 휄로우십 (6/3)
오늘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어린이 찬양단의 리코더 합주 순서가 있습니다.

@ 온 교회

4. 다음주 한인 휄로우십 (6/10)
다음 주일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점심식사가 있으며, 세대모임별로 착석합니다.
5. 금주 수요예배 (6/6)
금주 한인부 수요예배에서는 Ken Wytsma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며, 통역이
있습니다.
6. 부모 세미나: “스마트폰,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건강히 사용하도록 돕는 부모”
중고등부 주최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세미나가 있습니다. 영어로 진행되고,
한국어 통역이 있으며, 부모님들의 참여를 권면드립니다.
- 일시: 6월 14일 (목) 6:30-8:00pm
- 장소: Columbia
- 강사: BJ Park 형제 (Multnomah County 어린이 및 사이버 범죄 담당 지방검사)
7. 한인부 공모임시 교회 시설 이용 안내
빌리지의 모든 시설이용은 사전예약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공식모임이나 사역을 위해
장소 예약 (방, 부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은 모임 날짜로부터 최소 2주 전까지 이미혜 자매
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부득이 모임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
다 (문의: 이미혜 자매, sarah_kang@yahoo.com, 503-403-9268)
8. 한인 사역 디렉터 (Director of Korean Ministries)
빌리지 한인 목회자와 더불어 한인 사역에 참여할 전문 사역자 (Director for Korean
Ministries)를 찾습니다. 주된 사역은 ‘목양’, ‘행정’ 업무를 포함하며, 풀타임 입니다. 추천
해주실 분이 계시면 6월 15일까지 연락해주십시오 (구비 서류: 이력서, 커버레터, 2 인의

1. 중고등부 수양회 Theophilus 봉사자 모집
오는 6월 22일에서 25일까지 열리는 중고등부 수양회 Theophilus에서 자원 봉사자를
구합니다. 당일 시간이 안되시는 분은 6월 18일 행사 전 준비를 도우실 수도 있고, 야외용
배구 네트나 휴식용 해먹을 지원해 주시거나, 장학금을 지원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영적 부흥을 위해 일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Beth Erickson, bethe@vbconline.org/ Dan Son, dans@vbconline.org)
2. 이주자 캠프 사역 (Migrant Camp Ministry)
히스패닉 휄로우십에서 주도하는 이주자 캠프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깨끗한 의류를
주중에 교회 사무실로 도네이션 해주시면, 지역의 새로운 이주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
습니다. 올 여름 이 사역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Mauricio Rivas 목사님께 문의하시
면 됩니다. (mauricior@vbconline.org)
3. 여성부 여름 성경공부 (6/5, 6/19, 7/10, 7/24, 7/31, 8/14, 화요일, 6:45-8:30pm)
올 여름 6주간의 여름 성경공부, Sacred Space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주의집중력
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더 느낄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 등록 및 문의: http://www.vbconline.org/home/ministries/womens/
4. 빌리지 성가대 여름 콘서트 (6/10(주일), 5pm @ 대예배당)
이번 콘서트는 빌리지 성가대를 이끌어 주신 Gordon Borror의 마지막 지휘가 될 예정
입니다. 그의 섬김에 감사를 표하며, 특별 게스트인 오르간 연주자 Richard Unfried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예정입니다.
5. 초등부 여름 아트 캠프 (6/27(수)-29(금), 9am-12pm)
초등부 아이들(올 9월 유치원 입학하는 아동~올 6월 5학년을 마치는 아동)을 위한 여름
아트 캠프가 있습니다. 3D 디자인, 사진, 그림, 댄스와 연기 등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캠프를 도와주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DSLR
카메라, 노트북(인터넷), usb 마우스 등의 물품을 구하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동역 선교사 소식

이 부분은 보안을 위해
인터넷 업로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보안을 위해
인터넷 업로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