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 예배 후 한인 휄로우십 안내

2018년 11월 4일

한인부 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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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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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플,
목장모임 (수요 저녁 6:30-8:30)

한인부 정기 모임 안내
•수요 예배 : 7:00pm (채플, 한어 예배)
•새벽 기도회 : 월-금, 5:30am (대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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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예레미야 29:1-14
에베소서 2:11-22
설교: 최규진 목사

예레미야 29장 1-14절
(1절)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
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 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
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
낸 것이다.
(2절) 이 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
들과 기술자들과 대장장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뒤이다.
(3절)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
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를 시켜 바빌로니아로 전달하
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4절)"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
니아로 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5절) 너희는 그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6절)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
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7절)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
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8절)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
이들의 꿈 이야기도 곧이듣지 말아라.
(9절)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
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이다.
(10절)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칠십 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 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
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
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12절)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
주겠다.
(13절)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14절)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
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
를 그 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에베소서 2장 11-22절
(1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
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
습니다.
(12절) 그 때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
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13절)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
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14절)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
수 된 것을 없애시고,
(15절)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16절) 원수 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
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17절)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
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18절)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
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
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
스도 예수가 그 모퉁잇돌이 되십니다.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22절)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최근 몇십년간 나라에서 나라를 옮기며 살아가는 유학생, 노동자, 이민자들이
급격히 생겼고, 세계화와 도시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민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과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토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바람과 제자
도는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으로 이주해간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
입니다. 70년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길 약속하셨지만,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 같은 자세로 살며, 그 땅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부르심을 발견하게 됩
니다.
에베소서 2장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방인들을 향해 말
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안에서 더 이상 서로를 낯선 나그네
나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자 하늘의 시민, 가족으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고, 또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시
대에도 교회를 통해 평화의 복음을 나타내시고, 하나됨으로 부르십니다. 다문화
사회에서 평화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삶으로 말씀 읽기:
1. [나의 이야기] 미국으로 이민 (혹은 다른 방법)을 오게된 과정을 기억해보
고,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
던 적은 언제입니까?
2. [이웃 이야기] 우리의 일상에서 스쳐지나가고 마주하는 수많은 타인종들을
기억해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입니까? 왜 이곳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까? 어
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3. [하나님 나라 이야기] 흩어지는 민족들을 통해 서로에게 복이 되기 위해 역
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인종과
세대를 초월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
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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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llage’s Got Talent (성탄절 맞이 세대모임 찬양대회, 12/16)
오는 2018년 12월 16일 주일 11시 예배를 마치고, 함께 식사 후, 빌리지 한인부 세대모
임 취지의 아름다운 마무리와 성탄 감사를 목적으로, Village’s Got Talents가 있습니다.
세대모임별로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문의: 변상윤 형제).
3. 다음주 한인 휄로우십 (11/11)
다음 주일 한인 휄로우십에서는 점심식사가 있으며, 세대모임별로 착석합니다.
4. 한인부 음향팀 구인
한인 수요예배시 음향으로 섬겨주실 분들을 추가 모집합니다. 관련 오리엔테이션이 있습
니다 (문의: 강교현/배은희 자매).
5. 한인부 활동사역팀 구인
주일 한인 휄로우쉽을 위해 테이블 셋팅을 도와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문의: 장경민 자매).
6. 날마다 솟는 샘물 (11월호)
11월호 날샘이 도착하였습니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서 수령하여 주십시오.

@ 지역사회
1. 오레곤 밴쿠버 교회 연합회 청소년 부흥회 (11/9-10)
오레곤 밴쿠버 교회 연합회 주최로 청소년 부흥회가 있습니다. 관련 포스터를
참조해주십시오.
- 일시: 11월 9-10일 @ 7:30pm
- 장소: 오레곤 벧엘장로교회

@ 온 교회
1. 빌리지 선교 후원 안내 (Global Giving)
20억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아직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있습
니다. 온라인 후원을 통해 미전도 종족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보태어 주십시오.
(후원: http://www.villagebeaverton.com/outreach/)
2. 빌리지 선교 업데이트 (Global Update)
이메일 (vbcm@villagebeaverton.com)로 Global Update Subscription을 요청하시
면 매월 업데이트 되는 빌리지 선교사들의 소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빌리지 유치부(Early Childhood Ministry team) 자원봉사자 모집
썬데이스쿨 아이들(2-5살)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함께 웃고 놀아주실 분들을 구합니다.
(문의: JoAnna Flynn, joanna@villagebeaverton.com)
4. 빌리지 어린이 성가대 (Advent Kid’s Choir)
빌리지 어린이 성가대 모집이 마감되었습니다.
5. 빌리지 영어 도서관 도서 무료 배부 (11/10(토),11(주일) @빌리지 도서관)
오는 11월 10일, 11일은 도서 무료 배부 주간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채플 엘리베이터 옆
에 위치한 빌리지 도서관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6. 정의, 희망, 자유 후원의 밤 (11/15(목), 7pm @Willamette Rooms)
World Venture의 정의, 희망, 자유 후원의 밤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World Venture
와 빌리지 선교사이신 Adrienne Livingston과 함께,
- 10대 소녀 권한 강화 및 예방 커리큘럼
- 교회와 선교사를 교육시키기 위한 노력
- 개인에게 트라우마에 대한 정보 제공을 돕는 파트너십
- 장기적인 지속을 위해 이 사역에 직접 참여하는 방법 등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 RSVP: jhf.eventbrite.com (11/8까지 등록 요)
Village 's Anti-Trafficking Ministry에 대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주소를 참고
하십시오. https://vbcantitrafficking.com/
7. One: Citywide Prayer and Worship (11/16(금), 7pm @Beaverton Foursquare)
One은 오레곤 포틀랜드, 워싱턴 벤쿠버 지역에 있는 교회가 모여서 우리 도시, 이웃, 지역
사회를 위해,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오는 11월 16일 금요일 저녁 7시에
westside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자 모입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http://onepdx.org/
8. 2019년 이스라엘 여행 (10/21-30)
2019년 이스라엘 여행에 참가하고 싶으신 분은 교회 로비의 안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문의: Leslie Erickson, leslie@villagebeaverto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