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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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기쁨으로 찬양 594장 "세상의 유혹 시험이", 311장 "십자가
그 사랑", 313장 "십자가를 참으신", 266장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298장 "세상 흔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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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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태복음 16:21-25,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1)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받는
고통과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면 받는 고통의 차이점이 있나요?
있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나누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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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24절) 여러분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왜 그것이 힘든지
나누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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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에서 목숨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Life)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차지하고
계십니까?(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3)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에서 목숨은 우리의 전반적인
삶(Life)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차지하고
계십니까?(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부분까지 차지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6. 합심기도
* 우리 목장의 목원 한 가정 한 가정을 위해서
* 5월 5일 (토)VIP 초청 피크닉과 예수영접의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 우리 목장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전세계에 힘들어하는 영혼들과 나라와 조국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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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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