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하반기 어머니기도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앞날을 알수없는 길고 긴  팬데믹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2021 가을학기에 어머니기도회에서 조금이라도 여러분과 함께 이 어려운 기간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 회복과 치유를 기대하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개강 9 월 24 일 2021.  종강 : 12 월 9 일 총 10 회  
 

개강예배: 9 월 24 일 7:30 pm  금요예배   
                강사: 도은미목사  
 

소그룹 소개 
 

1.큐티방:큐티는 Quiet Time 의 약자로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일대일로 만나는 

시간을 말합니다.  큐티방에서는 ‘생명의 삶’ 교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고, 실천한 것을 서로 나누고 함께 중보함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위한 경건훈련을 위한 모임입니다. 
 
큐티방 1.  리더 인미옥   매주 목요일  저녁 8 시   Zoom   
큐티방 2. 리더 허지호    매주 목요일 오전 10-11.  Zoom 
 

2.마더와이즈 :  리더 안혜진 매주 목요일 오전 9-10 Zoom 
 
마더와이즈 회복(6 주) : 하나님의 말씀과 고대 이스라엘에서 날아온 러브 스토리!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6 주 과정 
자신을 해치는 해로운 생각, 머릿속을 맴도는 험한 말, 고통스러운 사건과 파괴적인 행동으로 

고통받으면서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여성을 예수님은 초청하신다. 
이 책은 고대 유대의 결혼 풍습을 통해 우리를 신부로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담긴 의미를 

알려주고, 자신의 참된 가치를 그 사랑 안에서 발견하도록 인도한다. 나아가 말씀을 디딤돌 삼아 무너진 

자신을 세우고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이자 군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끌어준다. 
 
마더와이즈 지혜(4 주) : 이 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그러뜨리고,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마음의 문제들을 살펴보고, 남편을 이해하고 섬기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과 자녀를 훈육하는 

성경의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또한 일과 사역 속에서 우선순위를 바로 세움으로 건강한 삶의 균형을 



잡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신다. 이 책은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분이 

주인 되시는 지혜로운 여성의 길로 당신을 인도할 것이다. 

 

3.대화학교:   오랜 팬데믹기간동안 가정에서 모두 모여서 24 시간 같이 지내며 서로간의  대화의 

미숙함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번 3 회에 걸친 대화학교는  자녀와의 대화 / 부부대화를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수 있을지 고민하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될것입니다 
                    
                      강사 : 도은미목사  일정 : 10월 1 일/8 일/15 일 (금요집회시): 교회 사정에   
                                 따라 일정일 조정될수 있습니다 
  
4. 부부학교:  Zoom 소그룹   오랜 팬데믹 기간동안 육아와 가정안에서 지치고 힘든 심령을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성경적 부부에 대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 입니다. 가정사역 전문가 

조길순목사님의 명강의와 대화를 통해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을 

기대해봅니다 
                   강사: 조길순 목사  
                   5 주 과정:   4 가정 . 일정  :10월 13/20/27/11 월 3/10   매주 수요일 8:30pm . 
                   회비: 가정당 $100   
 
5. 중보기도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중보기도 팀장 : 최금순권사 
    매주 월/수/금 기도문을 보내드립니다.  기도문을 받으시면 각자 있는 자리에서 혼자서 가능한 시간에 

기도문을 참고 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앞에 나아갑니다.  
    월: 나의 가정을 위한기도 
    수: 교회와 성도를 위한 기도 
    금: 교회밖 세상을 이루는 8 가지 영역: 가정,교회,정부,경제 ,미디어와 매스컴,교육,예술,과학 그리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급박한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하는 기도 입니다.   
   
신청안내: 1. 9 월 10 일 /17 일   주일 예배후 본당앞 로비.  
                 2. 산호세온누리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서: 어머니기도회 신청서  

과목 신청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