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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순서 (Family Worship)
환영/인사/광고

2015. 11. 29

사회 : 우충완 집사

예배의 부름
찬양과 경배

1. Hope of the nations
2. You know that I love you
3. Give thanks
4. Worthy is the lamb

주일학교 말씀

Paul Ji 전도사

대표기도

김기헌 집사

헌금/봉헌찬양

김정환 형제/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말씀봉독

갈라디아서 3장 10-14절

찬양

아버지의 사랑

말씀
헌신/파송의 찬양

김도현 목사, 갈라디아서 강해(11):

볼더 한인교회, Boulder Korean Church

◆ ――――――――――――――――――――――――――――― ◆ ―
――――――――――――――――――――――――――――――

광

고

1. 오늘 예배는 아이들과 함께 Family Worship으로 드려집니다.
2. 형제들을 위한 말씀묵상 클리닉: 11월 29일부터 4주 동안 예배 후 3:30-5:00 에
메디슨 하우스에서 갖습니다. 1-2주는 "말씀의 관찰과 이해"; 3-4주는 "깊은 묵상과
적용" 의 내용을 다룹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면 목장리더들께 혹은 황지성
집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jchgml@gmail.com
3 교회 뒷마당 그네 옆 나무에 어린이들이 올라가지 않도록 지도해 주세요. 위험합니다.
또한, 유아실 장난감을 유아실 밖으로 가지고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세요.
4 매주 토요일 6시에 교회 옆 Madison House에서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5 교회 웹 페이지나 팟캐스트를 이용하여 주일 설교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아이튠즈 이용자 : ‘볼더한인교회’ 검색
- 안드로이드 이용자 : http://pod.boulderkoreanchurch.org/sermon/pod_BKC.xml
6 Cans of hope - 피학대 여성을 돕는 기금 마련을 위해 알루미늄 캔을
모읍니다. 주방 옆에 있는 파란색 통에 넣어주세요.
7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모든 파트를 환영하오니,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겨주실
분들은 우충완 집사님께 연락해주세요.
8 각 목장별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바울, 김이삭, 김용진,
Helen&John Jun 선교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9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시는 김용진 목사님의 선교 보고 서신이 교회
웹페이지에 게시돼 있습니다.
10 친교 후 청소는 1조에서 봉사해 주십니다.(1조: 이명선, 최용한, 황지성)

저주와 복
이제는 내가 없고

축도

•주일 예배 오후 1시 30분 본당

헌금
출석

추수감사헌금 375
십일조
어른 52

주일학교 1

주일헌금 486

300
합계
1162
어린이 24 총 76

•새벽기도 매주 토요일 6시 교회 옆 Madison House
•볼자모 성경 공부 월요일 10시 본당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요 20:21)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
세상속에 보냄을 받은 교회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회
3665 Madison Ave. Boulder, CO 80307 (303) 214-5022)
www.boulderkoreanchurch.org
contact@boulderkoreanchurch.org

담임목사/교육전도사 김도현 목사님/Andy Yang, Paul Ji

교단 미국 개혁 장로교
예배 도우미

(edu@boulderkoreanchurch.org)
•대학&청년부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성숙하고 훈련된 증인이 되는 공동체

후원 선교사 박바울(중국), 김이삭(중국),
김용진(말라위), Helen & John Jun(북한)

•주일 학교 교사예배 오후 12:30 Madison House
•주일 학교 오후 1시 30분(유아/초등/중등/고등부 교실)

섬기기 위한 교회

교회 및 공동체 안내

지난 주 통계

예배 및 성경공부 안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12월 6일

12월 13일

12월 20일

대표기도

김광민

황지성

우충완

친교준비/청소

2조(류지윤)

3조(김시완)

전교인 식사

사회/헌금봉사

우충완(11월),황지성(12월)/김정환(11월),이정혁(12월)

공동체 및 연락처
•청년부 캠퍼스 사역의 핵심, 볼더 한인교회 청년부(yoouth@†)
•볼자모 볼더를 사랑하는 자매들의 모임 (love@†)

•각 목장의 연락처는 교회 메인 연락처를 이용해 주세요.
(cont@†)

•목장 성경공부 주 1회 설교본문 성경공부
† = boulderkoreanchurch.org

2015. 11. 29.
―――――――――――――――――――――――――――――
설교본문
갈라디아서 3장 10-14절 (새번역)
10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11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12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그 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14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도자 :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중 :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용구절

신명기 27:1, 9-10 (새번역)
1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모든 명령을, 당신들은 지켜야 합니다.
9
모세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오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10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당신들에게 명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십시오."

신명기 28:2 (새번역)
2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이 모든

복이

신명기 28:15 (새번역)
15

그러나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온갖
저주가 당신들에게 닥쳐올 것입니다.

이사야 32:15-17 (새번역)
15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 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 ――――――――――――――――――――――――――――― ◆ ―
――――――――――――――――――――――――――――――

될 것이다.
그 때에는, 광야에 공평이 자리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17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16

이사야 44:3 (새번역)
3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네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 주고, 네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주일학교에서는...
Kinder ~ High : Jeremiah 33:14-16,
Prophets Foretell Jesus' Coming
*

유치부에서 고등부 까지 같은 말씀으로 성경공부가 이루어집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설교노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