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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회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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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방 모임 나눔지

1. 중보기도
①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1) 다락방 식구들이 영육간에 자유함을 누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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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배 찬양
아래의 찬양곡 중에서 원하는 곡을 선택해서 찬양합니다.
찬양곡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뿐
부서져야 하리

지금까지 지내 온 것 (460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434장)

2) 마음 열기
우리 교회가 현재의 건물을 사용하게 된지 오늘(10월
첫째 주일)로 만 5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에게 나누어 보세요. 아울러, 새로운 건물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사역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자신의 의견을
서로에게 나누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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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교 나눔
▶ 로마서 8장 28절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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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 문제>

<10월, 11월 설교계획>

1)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를 (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

2)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또한,
우리를 (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3)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용이란 우리를 선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0월 06일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1)
로마서 8장 28-30절 주의 크신 은혜라
교회설립 13주년 기념주일
10월 13일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2)
로마서 8장 1-8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4) 지금까지 지내 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요,
앞으로도 살아 갈 것도 주의 크신 은혜라.

10월 20일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3)
로마서 8장 9-17절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

<설교 적용>

10월 27일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4)
로마서 8장 18-27절 소망으로 인내하라

1) Rev. 마틴 로이드 존슨의 “로마서 강해”의 글을
나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고, 나의 결심을 나누어 보세요.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라면
나는 만족한다. 나는 이런 식으로 어둠 속에서
계속 간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갈 용의가 있다.
내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고 계신 것을
내가 아는 한 그러하다”
2)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이상) 고백해 보고,
하나님께 다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세요.

11월 03일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5)
로마서 8장 35-39절 끊을 수 없는 사랑
11월 10일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6)
고린도후서 5장 1-10절 죽음을 이기는 믿음
11월 17일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7)
고린도후서 5장 11-15절 강권하시는 하나님
11월 24일 정죄함에서 자유함으로(8)
고린도후서 5장16-21절 화목하게 하는 직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