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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자녀들과 함께
1. 식사(1식 3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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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송(추수감사주간입니다. 감사 찬송을 함께 부릅시다.)
* 기쁨으로 찬양 19장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109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10장 “날마다 숨쉬는 Day By Day”, 660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Because He Lives”, 74장 “나를 지으신 이가”

2. 찬송(추수감사주간입니다. 감사 찬송을 함께 부릅시다.)
* 기쁨으로 찬양 19장 “거룩하신 하나님 Give Thanks”, 109장 “날
구원하신 주 감사”, 110장 “날마다 숨쉬는 Day By Day”, 660장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Because He Lives”, 74장 “나를 지으신 이가”

3. 지난 주간의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 부모와 자녀 모두 돌아가며 지난 한 해 동안에 감사한 것을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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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복기도
*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엄마 아빠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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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따로 모여서
5. 지난 주일 말씀 나누기
엡2:8, ‘오직 은혜(Sola Grat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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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베소서 2:8을 읽고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왜 은혜로 주시는지, 사람의 측면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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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특성 중에 하나는 범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인데(엡1:1-14, 5:19-20), 아래 3 부류
➀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➁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 ➂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 중에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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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주일 숙제, ➀이번 추수감사절에 기억될 만한 선한 일 하나 하기,
➁2018년 자원봉사신청서 제출하기, ➂감사제목 20 가지 쓰고 자녀와
함께 가정예배 드리며 나누기를 어떻게 했는지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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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심기도
* 우리 삶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치고,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녀들로 자라가도록
* VIP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린이 목장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 미국과 조국, 북한 동포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많은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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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고 및 기타 논의
* 지난 주일 주보를 보면서 교회 중요 행사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나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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