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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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렌지 의 의미‘ ’ 교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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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온누리교회 를 향한 기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1_ ‘ ’ ?

월 우리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은   2_ 5 , ?

이번 오렌지 페스티벌 을 함께하며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3_ ‘ ’ ?

월5 Orange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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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 찬양 성령이 오셨네“ ” 세 번째

미션

오렌지축제 

행시 경연 [ 5 ]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1_

고아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2_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후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소식 한문장 큰 울림

오렌지 페스티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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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자 세미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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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보다,

귀 없이 듣거나 폐 없이 숨쉬려

애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무디 - D.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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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

@A2(T��(@A2(T��((“ kk�

��x(Ebm(����(T�(���((((((((

p�(2�cf(��x](^pj((((((((((((((((((( �”((

PK��(���(�~(�n}~ ��~(^�ep(��:((  (

C��(�¡:�(¢£_`a ¤¥f�(¦§(2}2(PK�k(

�(¨©�Dª«(n¬~(��:(C��(�¡®a](¯°

±²�³: «� (́i(µ�(¨©�:j ¤¥f¶(� ( k(

`ª ¦§(�n}«(N·(��x:³_`a N·(2(�n ( k(

}(¸l�(¹ºm(»E~(^�: PK��(¼½6(¾� (

�ª¿(À«(��«(¨Á£:j ÂÃ�('Ä}2(�n}�(k(

¦_�(�ÅaÆ N·(PK��('Ç~(ÈÉÊ(ËÌf(� (

pÍÎa](ÏÐ£�(ÑÒ`ak((

�n}�(2(¦_~('Ë(���(¦_Ó(ÔÕ�(^_`a( k(

Ö�a(�p��(©«�×(xtØ ÙÚ(^](Û'm(¬Ü( (

ÏÝ�(�Þ(»�: ���(«� (́ßà(áHÊ(ÉcÚ (

l(â:c«(y`a ãäå(2æ(çè}�(�é(\:jk( k

(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   , ?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꾼다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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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1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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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2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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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3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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