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레곤에덴장로교회
Eden Presbyterian Church of Oregon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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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6월 2일 (제24권 22호)                                                              

새 신 자 이신학(3남성도회/러시아)

금 요 기 도 회 6월 7일(금)은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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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교 2019년 전반기 친교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200)
문의: 친교부 신청: 게시판
(6월 친교 배식/정리는 5남성도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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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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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소식

지난주일 헌금협력선교단체 및 선교사

선교지 소식

야드세일
교회 이웃 주민들 대상으로 야드세일을 합니다.
모금된 수익 전액은 이슬람 난민 자녀들의 장학금 지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일시: 2019년 6월 15일(토) 오전10:00-오후2:00
장소: 교회 파킹랏
내용: 물품판매, 대학 진학 상담, After School Care를 위한 상담부스
협조사항:
- 물건 도네이션(유아용품, 학용품, 전자제품, 운동기구, 잡화등) : 6월 7,9,12일 접수
- 봉사자 모집(각 부스 도우미, 판매, 정리 등)
주최: 에덴교회 3부 예배팀
협력: Friends of Refugees 
문의: 정석재 장로, 박철주 집사

순회영사 업무 안내

벤쿠버(워싱턴) 시간: 6월 4일(화) 오후1:00-오후 4:00
장소: 벤쿠버 주님의 교회
800 E 29th ST. Vancouver, WA 98663    T. (360)695-9859

포틀랜드(오레곤) 시간: 6월 5일(수) 오후2:00-오후5:00
6월 6일(목) 오전9:00-오후12:00

장소: 오레곤주 한인회관
7650 SW 81st Ave. Portland, OR 97223   T. (503)977-2617

한글학교 일정

6월 2일(주)
6월 8일(토)
9월 8일(주)

봄학기 종강식
학예경연대회(Blue Lake Regional Park)
가을학기 개강

선교지 소식,  협력선교사, 헌금 내역은 인터넷 보안상 삭제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로비에 있는 주보를 참조 하세요.



1부 원정훈목사 2부 원정훈목사 3부 James Ko전도사예배순서

에덴 성경공부(EBS)   

웨스트 민스터 소요리문답

예배섬김

예배안내

이 번 주(6월 2일) 다 음 주(6월 9일)

기 도
1부 김지영
2부 김윤조
3부 James Ko

1부 백동현
2부 강지호
3부 Robin Willi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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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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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 금
1부 조정희,한지나
2부 오경하,오재영,이혜진
3부 Greg Pak

1부 조정희,한지나
2부 오경하,오재영,이혜진
3부 Greg Pak

친 교 김도준,김선옥 김현수

친 교 봉 사 COME 북한

배 식 및 정 리 5남성도회 5남성도회

주 차 안 내 이종화,천성진 이종화,천성진

B.o.B 사 역 긍휼팀(6월 15일)

주 간 관 리 박홍문,백동현 양병용,정석재

제57문. 제4계명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
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하신 것입니
다.

Q. 57. Which is the fourth commandment?

The fourth commandment is,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
Six days shalt thou labor, and do all thy work: but the seventh day is the
sabbath of the Lord thy God: in it thou shalt not do any work, thou, nor
thy son, nor thy daughter, thy manservant, nor thy maidservant, nor thy
cattle, nor thy stranger that is within thy gates: For six days the Lord mad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and rested the seventh
day: wherefore the Lord blessed the sabbath day, and hallowed it.

제58문. 제4계명에서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이 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명하신 일정한 날을
하나님께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7일 중에 하루를 종일토록
하나님께 거룩한 안식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Q. 58. What is required in the fourth commandment?

The fourth commandment requireth the keeping holy to God such set
times as he hath appointed in his Word; expressly one whole day in seven,
to be a holy sabbath to himsel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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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번

찬 송
Hymn

40장

기 도
Prayer

1부 김지영 집사 2부 김윤조 집사 3부 James Ko

성 찬 식
Communion

14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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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Daniel) 6장 10절 p1243(구약)

찬 양
Choir

성가대

설 교
Sermon

그리스도인 20-바라봄(Christian 20)/원정훈 목사

*
찬 송

Hymn

43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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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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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두라스 신학교(6월 5일)
온두라스 현지교회(6월 12일)

기도:임향희권사
기도:임유숙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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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요한계시록) 월요일 오전10:00 본 당 6월3일개강 곽성환 목사

실버성경공부
월 1회
화요일

오전10:30 본 당 진행중 원정훈 목사

기독교 기본교리 목요일 오전10:00 사무동2층 진행중 원정훈 목사

매일성경 소그룹 목요일 오전10:00 사무동2층 진행중 곽성환 목사

주 일 오전 9:30 본관 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

주 일 오후 1:30 사무동2층 진행중 김용규 목사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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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의 생활화 말씀의 생활화 전도의 생활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