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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순서

대표기도

1.
2.
3.
4.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주를 위한 이 곳에
부흥

김기헌 집사

환영/인사/광고
헌금
말씀봉독
찬양
말씀

헌신/파송의 찬양

볼더 한인교회, Boulder Korean Church

――――――――――――――――――――――――――――― ◆ ―――――――――――――――――――――――――――――――
광

고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1. 오늘 예배 후 정기 제직회의 및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2. 전교인 수련회를 다음과 공지해드립니다.

예배의 부름
찬양과 경배

◆

소지희 집사
마태복음 6장 9-13절
성가대 : 주는 나의
김도현 목사
- 산상수훈 강해(21),
기도(3):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를 통하여

섬기기 위한 교회

- 일시 : 2014년 12월 25일(목) - 28일(일)
- 장소 : YMCA Estes Park
3. 매주 토요일 6시에 교회 옆 Madison House에서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성숙하고 훈련된 증인이 되는 공동체

4. Cans of hope - 피학대 여성을 돕는 기금 마련을 위해 알루미늄 캔을
모읍니다. 주방 옆에 있는 파란색 통에 넣어주세요.
5.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파트를 환영하오니,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겨주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분들은 우충완 집사님께 연락해주세요.
6. 교회 웹사이트에 도서 추천 및 나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7. 주일 학교와 청년부가 사용하는 교실에 비치돼 있는 미국 교회 비품들을 잘 관리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요 20:21)

주세요.
8. 각 목장별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바울, 김이삭,
김용진, Helen&John Jun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9.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김용진 목사님의 선교 보고 서신이 교회 웹

세상속에 보냄을 받은 교회

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10. 친교 후 청소는 5조의 형제들이 합니다.(김광민, 김상복, 이준성, 이동원)
11. 매일성경 주문 문의는 LA 생명의 말씀사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회
3665 Madison Ave. Boulder, CO 80307 (303) 946-3593)
www.boulderkoreanchurch.org
contact@boulderkoreanchurch.org

(www.lifebookus.com; 1-888-540-5400)

지난 주 통계

축도

예배 및 성경공부 안내
•주일 예배 오후 1시 30분 본당
•주일 학교 교사예배 오후 12:50 본당

헌

금

십일조 1050.00
합계 1300.00

출

석

어른 61명

•대학&청년부 매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Hale 260호
•새벽기도 매주 토요일 6시 교회 옆 Madison House
•볼자모 성경 공부 월요일 10시 본당
•목장 성경공부 주 1회 요한복음 성경공부
•캠퍼스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10분 공대건물 1층

담임목사/교육전도사 김도현 목사님/Andy Yang
후원 선교사 박바울(중국), 김이삭(중국),
김용진(말라위), Helen & John Jun(북한)

예배 도우미

•주일 학교 오후 1시 30분(유아/초등/중등/고등부 교실)
(edu@boulderkoreanchurch.org)

교회 및 공동체 안내

주일헌금 250.00

대표기도

11월 9일

11월 16일

11월 23일

박원장

유훈

황지성

안 내
1조

2조

3조

청 소

1조 형제

2조 형제

3조 형제

11월 : 소지희, 12월 : 정혜숙

공동체 및 연락처
•갈릴리 목장 매주 깊이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곳(gallily@†)

박원장,이창임

친교준비

헌금봉사

교단 미국 개혁 장로교

•축복의 통로 목장 매주 말씀을 통해 축복을 나누는 곳(bless@†)
•벧엘 목장 매주 하나님이 우리와 얘기하시는 곳(bethel@†)
•청년부 캠퍼스 사역의 핵심, 볼더 한인교회 청년부(yoouth@†)
•볼자모 볼더를 사랑하는 자매들의 모임 (love@†)
† = boulderkoreanchurch.org

2014.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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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본문

◆

――――――――――――――――――――――――――――― ◆ ―――――――――――――――――――――――――――――――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16

마태복음 6장 9-13 (새번역)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9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 위에 괴롭게 내려 쬐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10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않을 것입니다.

17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11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 주시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주일학교에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Kinder ~ Middle : Genesis 15:1-18,

13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God Makes a Convenant With Abram
High School : "Preparing for what lasts in college" series

---------------------------------------------------

*

마가복음 14:36,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유치부에서 중등부 까지는 같은 말씀으로 성경공부가 이루어 집니다.

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로마서 8:15,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6

갈라디아서 4:6-7,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7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시편 33:13-15,
살펴보신다.

14

13

주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계시는 그 곳에서 땅 위에 사는 사람을 지켜 보신다.

15

주님은 사람의 마음을 지으신 분, 사람의 행위를 모두 아시는 분이시다.

요한계시록 5:9-11, 9그들은 이런 말로 새로운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님
께서는 그 두루마리를 받으시고, 봉인을 떼실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모든 종족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10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땅을 다스릴 것입니다."
11

나는 또 그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를 보고, 그들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7:15-17,

15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들은 다시는 주리지 않고,

설교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