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서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환영과 광고
*말씀봉독
-요한계시록 7:1-8

*경배와 찬양

오후 1:30
다같이
정수권 집사
다같이

-Jesus loves me
-Lord I lift Your name on high
-Every move I make
-There is none like You

대표기도
어린이 설교
말씀
-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봉헌
*봉헌 찬양
-은혜로다

-주의 말씀 앞에 선

*축도

다같이

1. 새교우 환영: 교회를 새로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후에 새교우 테이블에서 목사님과의 만남에 초대합니다.

2. 토요 새벽기도: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에서 새벽 6 시에 모입니다.
3. 목장별 선교기도: 목장모임 때마다 담당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은 선교사역팀에 문의해주십시오.
삶에서의 작은 이야기들, 기쁜 일들, 힘든 일들을 정수권 형제에게 보내
주십시오. (Sukwon.Jung@Colorado.EDU)
5. 어린이 안전: 예배 후 교회 주변에서 노는 자녀들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6. 성가대원 모집: 모든 파트를 환영합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섬겨주실
분들은 우충완 집사에게 알려주십시오.
4. 광고 모집: 예배 전 광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소식들을 보내주십시오.

다같이
박규남 형제
다같이
다같이
김도현 목사

예배후에 친교가 이어집니다.

볼더 한인 교회
북미주 개혁교회

세상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되신 교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
세상속에서 평화를 이루는 교회
세상속으로 보냄을 받은 교회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살아내는 교회
(요한복음 20:19-23)

Andy Yang 전도사
Paul Ji 전도사
김도현 목사

하나님의 도장

*파송 찬양

2016.6.26

안내/광고

주일 예배순서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김도현
교육 전도사: Andy Yang and Paul Ji
후원 선교사: 김이삭, 김용진, 박바울, 정대석·정선희
Helen·John Jun

새교우 환영

지난주 통계

헌금 십일조 주일헌금 합계
1000 295
1295
예배 도우미
안내/봉헌
대표기도
친교기도
친교/청소

6 월 26 일

김상복/박규남
Andy Yang
오혁근
3 조(이민정)

7월3일

김선형/이창임
박원장
소지희
4 조(허윤영)

7 월 10 일

김선형/이창임
소지희
이준성
5조

Boulder Korean Church
3665 Madison Avenue
Boulder, CO 80303
(303)214-5022
www.boulderkoreanchurch.org
contact@boulderkoreanchurch.org

주일학교에서는…
This week’s passages and Family
Worship Questions

설교 본문

요한계시록 7:1-8 (새번역)

1
그 뒤에 나는, 천사 넷이 땅의 네 모퉁이에 서서 땅의 네 바람을 붙잡아서, 땅이나 바다나 모든
나무에
바람이 불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2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하는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3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4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십사만 사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5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6
아셀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7
시므온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잇사갈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8
스불론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일만 이천
명이었습니다.
인도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용구절

에스겔 9:4 (새번역)

4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 놓아라."

요한계시록 7:9 (새번역)

9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John Ruskin

“The highest reward for man's toil is not what he earns for it but what he becomes
by it”

요한계시록 14:1 (새번역)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

에베소서 1:13 (새번역)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13

에베소서 4:30 (새번역)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30

고린도후서 1:22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22

설교 노트

예배 및 모임 안내

주일예배: 오후 1:30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토요일 새벽 6:00, 교회 본당
주일학교 교사 예배: 오후 12:30, 교회 Madison House
주일학교 (유아, 초등, 중등, 고등부): 오후 1:30, 교회 각 교실
볼자모(기혼 자매 모임): 화 오전 10:00, 교회
장년 주일 성경공부: 절기별 (추후 별도 광고 참조)
목장 모임: 매주 금요일 저녁 (각 목장별로 가정에서)
목장 모임 안내

목장
갈릴리
루디아
벧엘
별밤
OK
과수원

대상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을 바라
맞추는 3040
하나님을 알고싶어하는 여성들
영적, 이성적, 감성적,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들
누구든지 환영합니다.
믿음과 삶의 통합을 추구하는 4050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소망하는 형제 자매들이
모이는 곳
청년부 미혼으로서, 자신이 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리더 연락처 @gmail.com
이정혁 al10313
/희섭
소지희 Jjennysoh
이준성 coltom76
우충완 choongwan.woo
황지성 Jchgml
김광민 kwangmink
김승수
주영은

punsu0307

This week’s passages
1 Samuel 1
“The Hardship of Hannah”
Food for Thoughts for Family Worship
Monday:
What happened with Ruth and Boaz?
Tuesday:
Who is Hannah in 1 Samuel 1?
Wednesday:
What does she cry out to God for?
Thursday:
How does God respond to her
prayers?
Friday:
What should our response be in the
face of hardship?
Saturday:
Read 1 Samuel 3:1-21 in preparation
for Sunday.

Send your questions and prayer requests
to the Sunday School Prayer Hotline:
Joyful_Prayers
@boulderkoreanchurch.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