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서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환영과 광고
*예배로의 부름
-시편 136 편

*경배와 찬양
-

오후 1:30
다같이
정수권 집사
다같이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다같이

대표기도
*말씀봉독

정혜숙 집사
다같이

말씀

김도현 목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봉헌
*봉헌 찬양

다같이
조은석 형제
다같이

- 골로새서 1:9-11

-

2016.11.13

안내/광고

주일 예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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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블에서 목사님과의 만남에 초대합니다.
감사 만찬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교회에 다니시지 않는
분들도 초대하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3. 토요 새벽기도: 매주 토요일 교회 본당에서 새벽 6 시에 모입니다.
4. 목장별 선교기도: 목장모임 때마다 담당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기도제목들은 선교사역팀에 문의해주십시오.
5. 광고 모집: 예배 전 광고 때 서로 나눌 수 있는 소식들을 보내주십시오. 삶에서의 작은
이야기들, 기쁜 일들, 힘든 일들을 정수권 형제에게 보내 주십시오.
(Sukwon.Jung@Colorado.EDU)
6. 어린이 안전: 예배 후 교회 주변에서 노는 자녀들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들은 친교시간에 아이들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 추수감사절 예배 및 만찬: 11 월 20 일에는 12 시 30 분에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린 후에

*파송 찬양

-돌아서지 않으리

*축도

다같이
김도현 목사

예배후에 친교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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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강해 (4):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은혜로다

볼더 한인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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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 통계

출석 장년
51
헌금 십일조
1640

어린이 합계
21 72
주일헌금 합계
427
2067

예배 도우미
안내/봉헌
대표기도
친교기도
친교/청소

11 월 13 일

11 월 20 일

11 월 27 일

김승수,주영은/조은석 김승수,주영은/조은석 김승수,주영은/조은석
정혜숙
우충완
Paul Ji
이준성
김승수
박원장
1 조(임현주)
전교인식사
5 조(이예슬/엄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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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로새서 1:9-11 (새번역)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 주시기를 빕니다.
10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 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11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9

인도자: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중: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용 구절
에베소서 2:8-10 (새번역)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10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

이사야 40:28-30 (새번역)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29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30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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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학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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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ings 2:1-14
“Elijah Taken to Heaven!”
Food for Thoughts for Family Worship
Monday:
How did God speak to Elijah in the
passage last week?
Tuesday:
Who is Elisha and what is his
relationship with Elijah?
Wednesday:
What crazy thing happened to Elijah?
Thursday:
How did Elisha respond?
Friday:
What does this story teach us?
Saturday:
Read 2 Chronicles 20:1-30 for
Sun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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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