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세워짐을 위한 기도제목

예배와 훈련을 위한 기도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제목

1.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왕과 선한 목자로 늘
다스리고 인도해 주옵소서.

1. 주일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1. 각 가정에서 주일오후나 저녁시간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신앙적인 대화와
교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일이 큰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2. 주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새길개혁교회에 비춰주셔서 진리와
거룩의 빛을 이 어둔 세상에 비추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예배의 모든 요소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2.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각 가정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소서.

3.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주님의 오른 손에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3. 주일예배에 성령의 강한 임재를
허락하시고 진리의 역사가 풍성하여
듣는 말씀을 깨닫고 확신하고 믿어
순종케 하옵소서.

3. 각 가정의 가장들을 영적으로
세워주셔서 가족을 영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4.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데 필요한
선한 일꾼들을 더욱 보내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 거룩하고 강력한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4. 자녀들과 함께 모이는 주일예배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베푸셔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5.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우애하는 일이 더욱 온전하고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5. 우리 자녀들이 주일예배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부모와 함께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에
경험하게 하옵소서.

6. 평일과 주일에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해 주옵소서.

6. 유치부 모임과 주일성경공부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진리를 배우고
확신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4.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하옵소서.
5.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와 영적인
대화를 나누고 함께 경건을 추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6. 연로한 어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노년에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새길
개혁교회
기도제목

사역과 필요를 위한 기도

1.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에게 영어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보내주셔서 주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우리 자녀들이 성경을 즐거이
공부하게 하옵소서.
2. 교회가 바르게 서는 동시에 교회가
앞으로 추구할 사역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살펴보면서 찾아가게 하옵소서.

주일 모임 시간

새길개혁교회는 성도들의 기도를
오전 10:10  11:00

오전 11:00  11:30
Coffee Break / 예배준비

4. 현재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웨스트
프렌십 초등학교 측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시고 잘 협력하게 하옵소서.

오전 11:30  12:45

6.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셔서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은혜로 진행하게
하옵소서.

풍성히 얻기를 소원합니다.

성경공부 (각 교실)

3. 문서나 웹페이지를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셔서 한국어와 영어로
사역을 함께 진행할 수 있게 하옵소서.

5. 교회의 문화가 성경적인 문화로 잘
정착되게 하셔서 범사에 복음적인
정신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일예배 (Cafeteria)

오후 12:45  2시
식사 및 친교 (Cafeteria)

주일예배 장소: 웨스트 프렌쉽 초등학교
12500 Frederick Rd West Friendship MD
www.nprchurch.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