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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iro whakamu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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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ok back and reﬂect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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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아버지, 한주간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하는동안, 우리가 우리의 일을
잠시 멈추고 그들의 목소리를
진지하고, 천천히 듣기를
원합니다.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어린이들의 필요함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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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해 둔다. 너희가 변화되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이 어린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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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코드를
스캔을 하시면
블로그를
읽을수있습니다.

https://resourcingprayerand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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괸심을 기울이다 - Giving attention
Open our eyes to really see what is
around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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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함- Playfulness
Open us to energy and the jo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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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s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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