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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자녀들과 함께
1. 식사(1식 3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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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송(자녀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다른 찬송을 하셔도 좋습니다.)
* 기쁨으로 찬양 439장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446장 “우리에게
향하신”, 450장 “우리 주의 성령이”, 452장 “우리 함께 기도해”, 453장
“우리 함께 기뻐해”, 455장 “우물가의 여인”, 457장 “우릴 사용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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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주간의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 돌아가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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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12:27-28, ‘친밀한 기도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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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울 때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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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조물일 뿐 아니라 죄인으로 전락한 우리가 어떻게 높고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지를
갈4:4-7에 근거하여 함께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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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놀랍고 신비로운 특권을 누리며, 자녀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늘
아버지께 친밀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간증을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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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심기도
* 괴롭거나 외롭거나 힘들 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 아버지께 나가
자녀로서 친밀한 기도하는 드리도록
* 우리 목장 VIP들이 전도위원회가 주최하는 5월5일(토) VIP 초청
피크닉에 참석하고, 올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 우리 자녀들의 어린이 목장 활성화와 신앙성장을 위하여
* 미국과 조국을 위해, 그리고 북한 동포와 탈북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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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5일(토) VIP 초청 피크닉에 우리 목장 VIP들을 어떻게 초청할지
의논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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