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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찬양 콘티

※ 상황에 따라 찬양 콘티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동이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하여 예배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 패키지 구성 및 홍보영상 이용방법

1) 포스터 1장

-  성도들에게 원데이 다니엘기도회를 홍보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

-  포스터 원본 이미지는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으니  

 교회의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2) 참여매뉴얼 1부

- 원데이 다니엘기도회 진행 관련 내용이 담긴 운영 매뉴얼

3) 홍보리플렛 5장

-  다니엘기도회에 참여하지 않는 주변 목회자들에게 다니엘기도회를 소개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

4) 홍보 영상

-  원데이 다니엘기도회 홍보 영상을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 다니엘TV → 영상자료실’에  

 업로드 할 예정(4/13, 금)입니다. 다운 받으셔서 금요 예배 시간 혹은 주일 예배 광고 시간에 

 상영하시면 효과적입니다. 

6. 기타사항

1) 2018 다니엘기도회는 2018년 11월 1일(목)부터 21일(수)까지 진행됩니다.

2) ‘다니엘기도회’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주세요!

    - 카카오톡 앱 채팅창 상단 검색창에서 ‘다니엘기도회’를 검색하신 후,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 다니엘기도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한 안내와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업데이트 되는 소식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의 전화: 다니엘기도회 운영위원회 02-6413-4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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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매뉴얼

① 하늘의 문을 여소서

②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③ 내게 강같은 평화

④ 마귀들과 싸울지라

 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⑥ 주 품에 품으소서

 ⑦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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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도회 진행 큐시트

시간 순서 세부 진행사항

19:15~19:35

(20분)
지역을 위한 중보기도

* 19시부터 생방송 영상 송출 시작

* 화면으로 송출되는 지역의 기도제목을 위해 함께 기도

19:35~19:50

(15분)
문화공연 * 바수니스트 김새미

19:50~20:00

(10분)

열방과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합주회
* 기도인도자에 의한 기도합주회 진행

20:00~20:30

(30분)
찬양 * 찬양팀 : Oryun United Worship (오륜교회 연합 찬양팀)

20:30~20:35

(5분)
공동기도문

* 화면으로 송출되는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제목을 읽으며 선포하는 시간

20:35~20:40

(5분)
사랑의 헌금

* 이웃들의 사연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며 헌금하는 시간

* 참여교회의 상황에 맞게 진행 가능

20:40~21:40

(60분)
말씀 * 이정훈 교수

21:40~22:00

(20분)
기도회

* 선포된 말씀을 품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회 인도 : 김은호 목사)

* 참여교회의 상황에 맞게 진행 가능

3. 강사 및 찬양팀 소개

이정훈 교수

- 현)울산대 법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법철학 전공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Oryun United Worship

- 오륜교회 연합 찬양팀

김새미

- 현)국제푸른나무 홍보아티스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관악과 졸업

- 인디애나 주립대학교 석사 졸업

  및 연주자과정 수료

1. ‘2018 ONE-DAY 다니엘기도회’란?

1) 취지와 목적

-  많은 참여교회들이 상반기에도 다니엘기도회와 같은 은혜의 자리를 희망하여, 운영위원회에서는

 ‘2017 다니엘기도회’의 은혜를 기억하고 ‘2018 다니엘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고자 

   ‘일일 부흥회’의 시간을 ‘원데이 다니엘기도회’라는 명칭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각 참여교회의 상황에 맞게 ‘춘계부흥회’, ‘새생명축제’, ‘헌신예배’ 등의 성격으로 참여하시면

 좋습니다.

2) 일정: 2018년 4월 27일(금) 저녁 8시 ~ 10시

3) 참여방법

①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danielprayer.org 에 접속 후, 

     각 교회에서 인터넷 생방송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② 인터넷 접속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VOD 방식을 활용한 참여를 권장합니다.  

    VOD는 4월 27일 이후, '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 다니엘TV→ 설교[전체영상] ' 에 업로드 됩니다.

4) ONE-DAY 다니엘기도회 시험방송 안내

①  참여교회에서는 반드시 해당 기간 다니엘기도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험방송의 영상 및 음향이  

     제대로 송출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인터넷 접속은 크롬(Chrome) 브라우저를 추천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ie)는 영상 시청 문제 시 상담에 한계가 있습니다.

 크롬(Chrome) 브라우저 다운로드 http://www.google.co.kr/chrome

③ 시험방송 일정

 1차: 4월 16일(월)-17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2차: 4월 23일(월)-24일(화) 오전 10시-오후 5시

④ 시험방송 기간 및 원데이 다니엘기도회 당일 인터넷 접속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기도회 인터넷 지원팀:  02-6140-3945/3955/3965  

 070-7826-0211/0232/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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