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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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장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434장 “왕의 궁전에
들어가”, 435장 “왕의 왕, 주의 주”, 437장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443장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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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난 주간의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 돌아가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한 가지를 나눕시다.

3. 지난 주간의 감사와 기도제목 나누기
* 돌아가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감사했던 한 가지를 나눕시다.

4. 축복기도
*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엄마 아빠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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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따로 모여서
5. 지난 주일 말씀 나누기
누가복음 9:28-36, ‘기도 중에 변화하신 예수님’
1)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산에 오르셨을까요?(22절,
51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제일 열심히 기도합니까?
2) 힘들고 피곤한 일이 있을 때 혹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각자 나누어 봅시다. 그 방법이 효과적인가요? 기도에서
휴식을 얻은 경험을 나누어 봅니다. (마 11:28-30)
3) 기도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영적인 체험을 간증해 봅시다.
6. 합심기도
* 우리 목장이 더 깊이 기도하는 목장이 되도록
* 우리 목장 VIP들이 전도위원회가 주최하는 5월5일(토) VIP 초청
피크닉에 참석하고 올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 어린이 목장 활성화와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위하여
* 미국과 조국을 위해, 그리고 북한 동포와 탈북자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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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