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특별새벽기도회

기도회 순서

2021 특별새벽기도회

2021년

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
찬 송 가

1/11(월)
인도 : 김은석 목사

1/12(화)
인도 : 손동혁 목사

1/13(수)
인도 : 권헌일 목사

430장

420장

202장

기

도

인 도 자

인 도 자

인 도 자

말

씀

다니엘 1:8-17

디모데전서 4:7-8

시 1:1-6

말씀선포

뜻을 정하라 (1)
먹고 마시는 일

뜻을 정하라 (2)
영육의 건강

뜻을 정하라 (3)
말씀묵상

통성기도

다 함 께

다 함 께

다 함 께

주 기 도

다 함 께

다 함 께

다 함 께

1/14(목)
인도 : 정중혁 목사

1/15(금)
인도 : 이승경 목사

364장

220장

찬 송 가
기

도

인 도 자

인 도 자

말

씀

누가복음 22:39-46

에베소서 4:29

뜻을 정하라 (4)

뜻을 정하라 (5)

기도의 습관

덕이 되는 말

통성기도

다 함 께

다 함 께

주 기 도

다 함 께

다 함 께

말씀선포

“뜻을 정하라”
- 다니엘 1:8-17 -

설교 : 차성수 위임목사
2021년 1월 11일(월) ~ 1월 15일(금)
온라인 생중계 오전 5시

2021 특별새벽기도회

요일별 중보 기도제목

2021 특별새벽기도회

1월 14일 목요일

⦁뜻을 정하라 (4) : 기도의 습관 (눅 22:39-46)
1월 11일 월요일

⦁뜻을 정하라 (1) : 먹고 마시는 일 (단 1:8-17)

1. 예수님처럼 새벽미명에 기도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기로 뜻을 정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1. 신년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건강한 신앙을 회복하도록

2.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 되도록

2. ‘먹고 마시는 것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세속에서 경건을

3.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되도록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성도 되도록
3. 우리에게 힘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소서

♣ 오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한 것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 오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1월 12일 화요일

⦁뜻을 정하라 (2) : 영육의 건강 (딤전 4:7-8)
1. 몸의 건강을 위하여 매일 운동하고, 음식을 절제하기로 뜻을 정하여,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잘 관리하도록
2. 영혼의 건강을 위해 날마다 경건을 힘쓰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약속을 믿으며 범사에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1월 15일 금요일

⦁뜻을 정하라 (5) : 덕이 되는 말 (엡 4:29)
1. 말의 훈련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 있는 더러운 말은 그치고, 오직 듣는 자들에게
덕이 되는 말만 하게 하소서
2. 미움과 질투, 분노를 버리고 사랑과 섬김,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도록
3. 이번 특별새벽기도를 통하여 결단하고, 뜻을 정한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주셔서, 지킨 후에 맛보는 열매가 풍성하게 하소서.

♣ 오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한 것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 오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한 것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1월 13일 수요일

⦁뜻을 정하라 (3) : 말씀묵상 (시 1:1-6)
1.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뜻을 정하오니, 주님이여 지킬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주소서

※ 광 고
1) 2021 새해맞이 특별새벽기도회는 월~금요일, 새벽 5시에 “평택동산교회”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 됩니다.

2.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3.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 오늘 말씀을 통해, 뜻을 정한 것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2) 온 가족이 함께 새벽예배를 드린 후에, 올 한해, 내가 정한 뜻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