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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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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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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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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 이야기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하는 방법

오늘날의 상당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많이 안합니다. 그 이유중 한가지는
아마도 기도의 결과가 곧 나타나지 않아서 기도는 별로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가? 기도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마태복음 6:9-13
설교: 니제이 굽타 교수

마태복음 6장 9-13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0절)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
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11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
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합니까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갖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현실은 어떠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2.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의 신분으로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3. 우리는 주기도문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원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삶이 될 때 그러한
삶 속에서 자연히 우러나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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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인 휄로우십 테이블 재배정 (7/8)
다음 주일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테이블을 재배정하게 됩니다. 금번에는 평소처럼 추첨이
아니라, 여름을 맞이하여 색다른 배정을 하게 됩니다. 휄로우십 테이블은 공동체 내 다
양한 지체들과의 사귐과 나눔을 격려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재배정됩니다
(문의: 전동명 형제).
3. 한인 휄로우십 (7/15)
오는 7월 15일 주일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평소처럼 세대모임별 식사로만 모이지 않고,
간단한 식사 후, 연합 세대모임별 명랑운동회로 모입니다. 주 안의 한 공동체로서 함께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기회에 함께 하시길 초청드립니다.
- 일시: 7월 15일 (주일), 12:30pm-2:30pm
- 장소: 체육관
- 문의: 전동명 형제 (활동사역팀)
4. 7월 한인부 수요예배 안내
금년 7월에는 Independence Day, Outreach, Oratio, VBS로 인해 한달간 한인부
수요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 수요예배는 8월 1일부터 다시 모이게 됨을 참조해주십시오.
5. 히스패닉 단기 근로자 캠프 아웃리치 (Migrant Camp) 아웃리치 사역 (7/11)
해마다 여름이면 멕시코 지역에서 합법적인 단기 근로자들께서 이곳 지역으로 오셔서
농장 일을 도와주십니다. 빌리지 히스패닉 휄로우십에서는 해마다 그 단기 근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동참하여 섬겨주셨는데, 오는 7월 11일에는 한인부와 AAF (AsianAmerican Fellowship)도 함께 그 아웃리치 사역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300인분의 음식
을 준비하여 섬기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HF 지체들과 더불어 교제 및 기도하는 기회
입니다. 7월 11일 (수) 5:30pm에 교회 주차장에서 모여서 함께 이동하오며, 많은 성도님
들의 동참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시길)을 권면드립니다. 당일은 수요예배로 모이지 않고,
아웃리치로 참여합니다. 준비에 도움 주실 수있는 분들은 아웃리치팀의 김진우 형제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깨끗한 옷가지나 신발을 도네이션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락해주십시오.
- 일시: 7월 11일 (수) 5:30pm
- 장소: 5:30pm에 교회 주차장에서 집합 후, Carpool로 이동
(직접 이동시 33685 NW Vadis Rd, Cornelius로 6pm까지)

6. 2018 빌리지 인생극장 (8/24-26)
오는 8월 24-26일 Salem 수양관에서 열릴 2018 빌리지 인생극장 (Life Game)의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 등록문의: 표현수 자매
- 등록: 한인 휄로우십 or 한인부 홈페이지 (kf.vbconline.org)
7. 한인 사역 디렉터 (Director of Korean Ministries)
빌리지 한인 목회자와 더불어 한인 사역에 참여할 전문 사역자 (Director of Korean
Ministries)를 청빙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마감일이었던 지난 6월 15일까지 총 16분
의 지원자가 있었고,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분별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과정
이 하나님의 선명한 인도하심을 분별함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8. 출타: 최규진 목사 (6/29-7/6)
최규진 목사는 6/29-7/6까지 휴가를 갖습니다.
9. 날마다 솟는 샘물 (7월호)
7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나 휄로우십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 온 교회
1. 중등부 여름 캠프 (7/8(주일)-7/14(토) @ Black Lake Bible Camp)
- 등록: middleschool.vbconline.org
2. 고등부 여름 캠프 (7/20(금)-7/23(월) @ Bend)
- 등록: highschool.vbconline.org / 문의: Jenny Kim, jenny@vbconline.org
3.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Summer Slam, 7/23(월)-27(금), 6-8:30pm @ Chapel)
올 가을 유치원에서 5학년이 되는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 학교가 오는 7월 23-27일
Shipwrecked:Rescued By Jesus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자원 봉사자 신청과 간식
후원(fruit snacks, granolabars, 1인용 포장된 과자와 쿠키)을 부탁드립니다.
- 등록: http://www.vbconline.org/event/vbs-summer-slam/2017-07-24/

함께 꿈꾸는 하나님 나라

동역선교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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