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레곤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of Oregon P.C.A

1200 SW 185th Ave. Beaverton, OR 97006 http://www.oregoneden.com 
사무실 503-848-8168     

2019년 3월 24일 (제24권 12호)                                                                     
새 신 자 이광규(터키)

김지훈(터키)
이영빈(터키)

선교지소식

원로목사 이경천(Rev. Joseph K. Lee)

담임목사 원정훈(Rev. Peace J. Won)

교육목사 곽성환(Rev. Sung H. Kwak)
김용규(Rev. Elliot Kim)

청소년부전도사 니콜라스 서(Pastor Nicholas So)

유년부전도사 고현준(Pastor James Ko)

유치부교사 라빈 윌리암(Teacher Robin Williams)

유아부교사 장희주(Teacher Hee Ju Jang)

파송선교사 스테파니아(Missionary Stefania Tarasut)

시무장로 이곤일 (Chris Lee)

휴무장로 박홍문(Kenneth Park) 
이효성(Hans Lee) 
정석재 (Samuel Jeong)

지휘자 임향희(Hyang-hee Lim) 이정아 (Jung-Ah Lee)

반주자 윤영서(Young-Seo Yoon) 조혜선 (Hyeseon Jo)

오르간 박인화(In-Hwa Park)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교회소식

협력선교단체 및 선교사

주 시애틀 총영사관 순회영사업무

지역 포틀랜드

일정 3월26일(화) 오후1:00-오후4:00   3월27일(수) 오전9:00-오후12:00

장소 오레곤주 한인회관
(7650 SW 81st Ave. Portland OR 97223)

문의: 오레곤 한인회 (503)977-2617  씨애틀 영사관 (206)441-1011~4

사순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4월 9일(화)-12일(금) 복음서통독(오전9:30-12:00)

4월 14일(주) 종려주일(전교인 대청소)

4월 16일(화)-19일(금) 고난주간 새벽예배

4월 19일(금) 성금요예배(연합예배)

4월 21일(주) 부활주일(성찬,세례,유아세례,입교-신청바랍니다)

교 우 동 정 병약한 교우들을 위해 기도 바랍니다
(김영배 김정애 이건용 이지현 진만조 최창순 허인실)

이주: 윤성용,윤재선
출산: 니콜라스 서,크리스틴 서(득남:갈렙 서)

친 교 2019년 전반기 친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200)
문의: 친교부 신청: 게시판
(3월 친교 배식/정리는 2남성도회 입니다)

선교지 소식과 협력선교단체 및 선교사를 보안상 웹싸이트에 공개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당 로비에 인쇄된 주보를 참조 하세요.



1부 원정훈목사 2부 원정훈목사 3부 James Ko전도사예배순서

에덴 성경공부(EBS)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문답

예배섬김

예배안내

이 번 주(3월 24일) 다 음 주(3월 31일)

기 도
1부 이효성
2부 강지호
3부 Jinu Yang

1부 김지영
2부 권선엽
3부 Samuel Jeong

안 내
1부 김범수,정병성
2부 김병택,성승훈,임향숙
3부 Greg Pak, Robin Williams

1부 김범수,정병성
2부 김병택,성승훈,임향숙
3부 Greg Pak, Robin Williams

헌 금
1부 김동식,김선영
2부 김영아,서현숙,이승우
3부 Jennifer Cho

1부 김동식,김선영
2부 김영아,서현숙,이승우
3부 Jennifer Cho

친 교 김최선,김성희 진억만,진영혜

친 교 봉 사 파키스탄 태국/미얀마

배 식 및 정 리 2남성도회 2남성도회

주 차 안 내 강지영,곽용준,김병수 강지영,곽용준,김병수

B.o.B 사 역

주 간 관 리 권선엽,이승우 김범수,김지영

제37문. 신자는 죽을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서 부활할 때까

지 무덤에서 쉬게 됩니다.

Q. 37.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death?

The souls of believers are at their death made perfect holiness, and do

immediately pass into glory; and their bodies, being still united in Christ,

do rest in their graves, till the resurrection.

제38문. 신자는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신자는 부활할 때에 영광 중에 다시 살아남을 입어 심판 날에 공개적으로

안다 하심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없다 하심을 받고 완전하게 복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흡족하게 즐거워하게 됩니다.

Q. 38. What benefits do believers receive from Christ at the

resurrection?

At the resurrection, believers, being raised up in glory, shall be openly

acknowledged and acquitted in the day of judgement, and made

perfectly blessed in the full enjoying of God to all eternity.

*
예 배 의 부 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
참 회 의 기 도

Prayer of confession

다함께

*
신 앙 고 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Responsive Reading

교독문 11번

찬 송
Hymn

53장

기 도
Prayer

1부 이효성 장로 2부 강지호 집사 3부 Jinu Yang

헌 금
Offering

다함께

*
봉 헌 기 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요 리 문 답
Catechism 

다함께

환 영 광 고
Welcome

인도자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마태복음(Matthew) 18장 1-4절 p29(신약)

찬 양
Choir

성가대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인 11-믿음과 태도 (Christian 11)/원정훈 목사

*

찬 송
Hymn

483장 347장
주기도문(Lord’s Prayer)

*
축 도

Benediction

1부 원정훈 목사 2부 이경천 목사 3부 곽성환 목사

*는 다같이일어서서

주일예배 1부 주 일 오전 9:30 본 당 원정훈 목사

2부 주 일 오전11:30 본 당 원정훈 목사

3부(EM) 주 일 오후 1:30 본 당 원정훈 목사

수요예배 수 요 일 오후 7:30 본 당 원정훈 목사

인도네시아(3월 27일)
베트남(4월 3일)

기도:천선화집사
기도:박지윤집사

금요예배
매월 첫째주
금 요 일

오후 8:00 본 당 원정훈 목사

새벽예배 화 - 금 오전 6:00 본 당

화 고현준 전도사 수 곽성환 목사 목 원정훈 목사 금 원정훈 목사

교회학교 유 아 부 주 일 오전11:30 유아부실 장희주 집사

유 치 부 주 일 오전11:30 유치부실 Robin Williams 집사

유초등부 주 일 오전11:30 본당2층 James Ko 전도사

청소년부 주 일 오전11:30 예배실2 Nick So 전도사

청소년부 금 요 일 오후 7:30 예배실2 Nick So 전도사

AWANA 수 요 일 오후 7:30 친교실2 Nick So 전도사

한글학교 주 일 오후 1:30 각교실 이아랑 집사

예배는 삶이 되며, 삶은 예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예배 세상에서 정직 열방을 향한 선교

모 임 요 일 시 간 장 소 개 강 담 당 자

실버성경공부
월 1회
화요일

오전10:30 본 당 진행중 원정훈 목사

마더와이즈(지혜) 화요일 오전10:00 본관 2층 진행중 김보혜 집사

기독교 기본교리 목요일 오전10:00 사무동2층 진행중 원정훈 목사

일대일제자양육 목요일 오후 7:30 사무동2층 진행중 곽성환 목사

매일성경 소그룹 목요일 오전10:00 사무동2층 진행중 곽성환 목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목요일 오전10:00 본관 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토요일 오전10:00 본관 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

주 일 오전 9:30 본관 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

주 일 오후 1:30 사무동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

사도행전 11장 25-26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일 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