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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자녀들과 함께(Olive Blessing)
1. 식사(1식 3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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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송(즐겁게)
* 찬송가 578장 "언제나 바라봐도",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기쁨으로 찬양 233장 "보라 새 일을", 535장 "주는 평화", 693장
"하나님께서는", 789장 "Love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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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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복음 2:41-51, ‘부모에게 순종하신 예수님’
1) 설교 본문을 함께 읽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설교의 의미를 함께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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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님을 그렇게 순종했다면,
우리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 먼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하여 나누어봅시다.
-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기 숙제와 섬겨드리는 숙제를 어떻게
하였는지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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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가르쳐야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엡6:1-3, 출20:12에 근거하여 함께 나누어봅시다.
-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순종을 가르칠 수 있을지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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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심기도
* 부모님들에게 강건함과 천국 소망을 넘치게 주시고, 자녀들이 순종을
통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녀로 자라가도록
* 목장과 내가 섬기고 있는 VIP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속히 만나도록
* 우리 목장이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 우리 목장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 조국과 미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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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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