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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자녀들과 함께(Olive Blessing)
1. 식사(1식 3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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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찬송(즐겁게)
*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15장 “내 죄 속해주신
주께” 기쁨으로 찬양 630장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418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789장 "Love the Lord", 799장 “Oc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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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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4-40, ‘사랑의 두 대상’
1) 설교 본문을 함께 읽고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100%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2부: 따로 모여서
5. 지난 주일 말씀 나누기
마태복음 22:34-40, ‘사랑의 두 대상’
1) 설교 본문을 함께 읽고 지난 주일 설교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100% 다 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지, 함께 나누어봅시다.

2)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랑의 대상은 오직 둘, 하나님 자신과 이웃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대상과 사랑의 수단을 혼동하여 잘못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하여 함께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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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딤후3:1-4을 읽고, 자기, 돈, 쾌락이라는 말세의 3 가지 우상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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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심기도
*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한분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도록. 또한 ‘이웃’을 나 자신같이 사랑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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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3일부터 시작되는 목장 자율사역기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하여
의논을 합시다.

7. 광고 및 기타 논의
* 지난 주일 주보를 보면서 교회 중요 행사들을 나누고 함께 기도
합시다. 그리고 우리 목장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를 나눕시다.
* 6월3일부터 시작되는 목장 자율사역기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하여
의논을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