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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모임 나눔지

1. 중보기도
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1) 다락방 식구들이 내적인 성전 건축을 잘 하게 하소서
2) 성전건축(교회이전)의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도록
(1)허가-> (2)구입-> (3)공사(허가)-> (4)이전(리스)
3)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하게 하소서
4) 환우들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다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② 각 다락방이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1) 니카라과(박태진선교사, 정석훈선교사 / 섬김 다락방)
불안한 시국이지만 안전하게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2) 헝가리(김흥근선교사 / 은혜 다락방)
루틴 사역을 통해 난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3) 필라델피아(김앤디선교사 / 반석 다락방)
가을 학기를 잘 준비하여 진행하도록
4) 말레이시아(이경근선교사 / 포도가지 다락방)
진행 중인 전도와 어린이 교육이 잘 이루어지도록
5) 우크라이나(박운갑선교사 / 믿음 다락방)
박운갑 선교사님의 건강(부정맥 증상)을 위해서

2. 사역나눔(주보참고)
① 이번 달에 다락방이 동참할 교회행사와 광고사항은 무엇입니까?
② 이번 달에 우리 다락방에서 섬겨야 할 교회 봉사는 무엇입니까?

5) 모임 마침
찬양을 한 곡 부르면서 헌금을 드린 후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1) 경배 찬양
아래의 찬양곡 중에서 원하는 곡을 선택해서 찬양합니다.
찬양곡
오직 예수뿐이네
욥의 고백

예수 말씀하시기를 (263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95장)

2) 마음 열기
하나님의 상 주시는 삶이란?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에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신의 말로
바꾸어서 서로에게 나누어 보세요. ^^

3) 설교 나눔
▶ 디모데후서 2장 1-7절

믿음의 4대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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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으리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찌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설교계획>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설교계획>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설교 문제>

1)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이란, 요약하면, 자기 자신의
구원을 위한 (
)으로 시작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
)에 이르도록 일상생활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
)하게 살아가는 삶이다.
2) 사도 바울은 적어도 믿음의 (

8월 4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 (12)
디모데후서 2장 1-7절 / 믿음의 4대를 바라보라

)를 바라보았다.

3) 믿음의 경주에 적용되는 규칙은 영적인 자녀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는“영적인 (
)”이다.
4) 우리는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을 건사하는 믿음으로
머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책임지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롬 1:17
<설교 적용>

8월 11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1)
고린도전서 3장 16-17절 / 내 마음의 성전
8월 18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2)
요나 2장 1-5절 / 다시 성전을 바라보자
8월 25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3)
마태복음 12장 6-7절 /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9월 1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4)
누가복음 18장 9-17절 / 성전에 올라가서
9월 7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5)
에베소서 4장 21-22 절 / 서로 연결된 성전
9월 14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6)
역대상 22장 1-8절 /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라1

“천국의 큰 축복 중 하나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다는
것이다. 영원한 것을 얻으려고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짐 엘리엇 &

9월 21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7)
역대상 22장 9-12절 /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2

엘리자베스 엘리엇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내가 본
받아야 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은 무엇인가요?

9월 28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8)
역대상 22장13-19절 /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