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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자녀들과 함께
1. 식사(1식 3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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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송(추수감사주간입니다. 감사 찬송을 함께 부릅시다.)
* 기쁨으로 찬양 343장 “약할 때 강함 되시네 You Are My All In All”,
349장 “여기에 모인 우리”, 351장 “여호와의 유월절”, 366장
“예배합니다 I Will Worship You”, 367장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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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주간의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 부모와 자녀 돌아가며 지난 한 주 동안에 감사 한 가지를 나눕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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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축복기도
*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엄마 아빠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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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따로 모여서
5. 지난 주일 말씀 나누기
롬1:14-17, ‘오직 믿음(Sola F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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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1:14-17, ‘오직 믿음(Sola Fide)’

1) 사도 바울은 원래 강력하게 복음에 반대하던 사람인데, 복음을 목숨
걸고 열정적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지 롬1:14-16, 7:24~8:2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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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믿음은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겨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사도행전15:7, 16:14-15, 18:8, 롬10:17,
고전1:21에 근거하여 이해하고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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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떻게 하면 자녀들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여 들려줄 수 있을지 의논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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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심기도
* 우리도 바울처럼 빚을 갚는 열정으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자녀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 12월3일 오전10시에 있을 영어 연합예배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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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