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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장교회 나눔지

월� 세� 번째� 나눔지5

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5 ,� ]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서� 장� 절( 1 4 7 )

얼음 깨기 누가 나의 도움인가? 교회행사

1.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겨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이유도 함께 나눠주세요? .

가족을 제외하고 이야기 해주세요   ( .)

2. 모르는 사람 혹은 기대하지 못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나요? 

3. 반대로 친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전혀 알지 못한 사람을 도와주었던 기억이 , 

있나요 보상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이유는 ? 

무엇이었나요?

월5 Orang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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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 찬양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  ” 네 번째

미션

오렌지축제 

가족 성지순례 [ ]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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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한문장 큰 울림

오렌지 페스티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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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 세미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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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상에 보내기 전, 

먼저 성령을 교회에 보내셨다. 

오늘날에도 이 순서는 

지켜야 한다. 

존 스토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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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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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됩니다1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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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됩니다2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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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3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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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의 근심을 깨닫도록 )¦n(op�("n(op°�(QH op�(:é°�(;R(&i(Ëq(�h(x±(6S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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