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예배시간 10분 전에 와요.
예배시간 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해요. 
이 책을 소중히 여기며, 이 책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요.
예배를 드린 후 주변을 정리해요.

1.
2.
3.

4.
5.

초등부

소년부

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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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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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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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송
구절

실천
내용

♥넷째주♥

♥다섯째주♥

 ♥셋째주♥

 ♥둘째주♥

 ♥첫째주♥

3월 교육내용

하나님의 사랑

1. 나를 구원하기 위해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2. 말씀을 통해 배운 ‘하나님의 사랑’을 친구에게 전해요. 
3.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골로새서 1:20 )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큰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베드로전서 1:3)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 로마서 5:8  )                               
                                                                              

  “하나님 
  사랑의 넓이”

    “하나님 
      사랑의 높이” 

 “하나님 
 사랑의 무게”

  “부활의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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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주
2016년 3월 6일~12일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교육 활동 - “종이 십자가 만들기” 

➊ A4 용지를 접고 가위로 오려 주세요.

➋ 오린 종이를 함께 펼치며 ‘지옥’  ‘십자가’  ‘구원’  ‘천국’ 순으로 

   글자를 만들어 보세요. 

➌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부록에 종이로 만들 그림들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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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어떻게 화평을 이루셨나요? (20절) 

본문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무엇이었나요?(20절)

①

②

하나님 사랑의 넓이

♥ 주제 : 하나님의 사랑

♥  암송구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    ▷골로새서 1:20 

♥  성경 이야기 : 하나님 사랑의 넓이 ▷골로새서 1:20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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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어디서,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요.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전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요. 

Q1

Pray

♥ 주제 :  하나님의 사랑

♥  암송구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 1:20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에 가득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 사랑의 넓이  ▷골로새서 1:20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만물까지 사랑으로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게 미치는 크고 넓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들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사람이 단

절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만물들이 단절되고 깨어졌어요. 하나님은 깨어진 

사람과 만물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만물들도 

화해와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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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본문

누가복음 23:13-19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13.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모아 놓고서, 

14.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15.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오.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16.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17.   없음

18.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 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19.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 오도 : 그릇된 길로 이끎.

* 신문 : 알고 있는 사실을 캐어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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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다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때, 저도 같이 예수님을 모른 채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기 없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라도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에게서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한 

3가지 죄목 중 그 어느 것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몇 대 때리고 놓아주겠다고 했지요.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

들이 ‘일제히’ 소리 지르면서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살려주세요’라고 외쳤어

요. 이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죽이기로 서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빌라

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 하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

라고 소리쳤던 것이에요. 모두가 예수님을 죽이자고 할 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다면, 나라면 저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척

했던 적은 없나요? 사람들의 시선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담대히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해요.

1.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 했나요? 말씀을 읽고 요약해서 적어 봅시다. (14-15절)

2.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 누구를 놓아 주라고 했나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8-19절)

            ▢▢ ▢

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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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누가복음 23:20-25   “빌라도의 사형선고”

20.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21.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십자가에 못박으시오!" 

22.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23.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24.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25.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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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세 번이나 백성들

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이야기 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빌라도가 말

할수록 더욱 크게, 마구 우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빌라도는 사람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져서 그들의 요구대

로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폭동과 살인을 저질러 감옥에 가두었던 바라바를 놓

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어요. 사람

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은 없나요? 우리가 두려워하며 시

선을 두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늘 하나님께 물으며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어요.

1.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판단이 두려워서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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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누가복음 23:26-31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하시는 예수님”

26.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

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27.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 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28.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29. 보아라, '아이를 배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 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 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30. 그 때에,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 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31.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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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처럼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골고다로 가실 때 혼자서 십자가를 지시지 못하고 구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으셨어요. 그 뒤를 많은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따라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곧 죽으실지도 모를 예수님

을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십

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께서 지셔야 하는 것이었지만, 백성들은 다가

올 예루살렘의 멸망을 견뎌 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어서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여기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가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

하시면서 그날에 닥칠 멸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고 죄를 짓는 세상을 보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슬퍼해야해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1.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지고 뒤를 따라갔던 사람은 
                  누구인가요?(26절)

             

            ▢▢이라는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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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누가복음 23:32-43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32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와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갔다. 

33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

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34  그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35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36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37    말하였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38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39   예수와 함께 달려 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40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41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에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

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

하였다. 

42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43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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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고난과 고통을 
끝까지 인내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봅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더 바르게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나 구원

하여 보아라” 라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사람들

은 모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야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딱 한 

사람, 예수님 옆에 함께 매달렸던 죄수만은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시는 행동을 보며 그 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

시다고 고백하며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자신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에게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자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죄수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인식을 갖기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에요.  

1. 말씀을 읽고 다음 그림의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 (39-43절)

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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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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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주
2016년 3월 13일~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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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교육 활동 - “With Jesus 24” 

➊  
➋  

➌

➍ 

친구들과 함께 지난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이야기해보세요. 

그 가운데 지난 하루를 돌아보며, 일일시간표 <지난 주>에 작성해보세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세요. 

예) 성경읽기, 위드하기, 찬송부르기, 기도하기 등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계획하고, 일일시간표 <이번 주>에 작성해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누구인가요?(요 1:14, 1:1)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요 1:14, 마 1:23)

①

②

하나님 사랑의 높이

♥ 주제 : 하나님의 사랑

♥  암송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  ▷요한복음 1:14

♥  성경 이야기 : 하나님 사랑의 높이  ▷요한복음 1:14

♥  오늘의 포인트 :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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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선택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그리고 우리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선택하는 시간을 만들어보아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선택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요.  

Q1.

Pray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높은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잠시 미루시고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하늘 위에만 계셨더라면 

어떠한 멸시와 고난도 받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것을 선택하셨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높은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길 소망해요. 

♥ 주제 : 하나님의 사랑

♥  암송구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  오늘의 포인트 :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 사랑의 높이 ▷요한복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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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누가복음 23:44-49  “숨지신 예수님”

44    어느덧 낮 열두 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45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46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47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48    구경하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49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나의 죄와 허물을 대

신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감사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

하며,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제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본문을 읽고 

알맞은 말에 O, 맞지 않는 말에 X 표시 하세요.

     - 어둠이 온 땅에 덮였어요. (           )

               - 해가 환하게 비추었어요. (           )

               - 성전의 휘장이 12갈래로 찢어졌어요. (           )

               - 백부장은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고백했어요. (           )

2. 예수님께서 숨지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46절)

▢▢▢   ▢ ▢▢을

▢▢▢ ▢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자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것은 하나

님과 백성들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벽이 허물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

래서 죄와 허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

는 길을 만들어주셨어요. 백부장의 말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

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어요. 사순절 기간을 지

내는 오늘,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못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를 

드려요. 함께 외쳐보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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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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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50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

이었다. 

51  이 사람은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사람의 

고을 아리마대 출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52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 달라고 청하였다. 

53    그는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삼베로 싼 다음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다가 모셨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것이었다. 

54    그 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시작될 무렵이었다. 

55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가서, 그 무덤을 보고, 

또 그의 시신이 어떻게 안장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56    그리고 그들은 집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인들은 

계명대로 안식일에 쉬었다.

* 공의회 : 법적, 종교적인 일을 토의하기 위해 모이는 것

* 향료 : 액체로 된 방향제

* 향유 : 향이 나는 기름

누가복음 23:50-56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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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았던 아리마대 출신 요셉

과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여자들의 믿음을 본받기 원해요.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고,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한 후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 일을 지켜본 여자들도 집에 돌아와 예수

님의 장례를 위해 향료와 향유를 준비했어요. 

사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한 것은 자신의 

생명을 무릅쓴 행동이었어요. 여자들 또한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 향품과 향

유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해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던 그들

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며 자신들의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하루 동안 고민해보고 결단해보아요. 

삶속으로

말씀
 속으로

1.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본문을 찾아 기록해보세요.

(50절) _____________ 의원, _____________________ 사람

(51절) _______________________ 출신

(51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사람

(52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예수님이 안장되는 것을 보고, 

집에 돌아가서 무엇을 준비하였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56절)

 ▢▢와 ▢▢

기도로



24 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3
둘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1    이레의 첫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2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3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4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5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6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7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8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누가복음 24:1-8   “살아나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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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있는 제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것

으로 여기는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과 사

람들에게 말씀(예언)하신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었

어요. 비록 제자들과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증명해보이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

취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해야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1. 여자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 일어났나요? 

본문을 읽고 알맞은 말에 O, 맞지 않는 말에 X 표시 하세요.

   -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러 옮겨져 있었다. (           )

            -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누워있었다. (           )

            - 눈부신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그들 앞에 나타났다. (           )

2.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는 여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였나요? 

    빈칸을 채워보세요.(6절)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

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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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누가복음 24:9-12   “부활의 소식을 알린 여자들”

9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열한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10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11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12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

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베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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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덤에 갔던 여자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 열한 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렸어요. 하지만 사도들은 이 말을 

어처구니없는 말로 여기며 믿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무덤에 달려가 빈 
무덤과 삼베를 직접 보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자들은 분명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어요. 그 기쁜 소식을 보고,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할 
기쁜 소식이에요. 비록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기쁜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요한복음 
20:29)“고 하셨거든요. 친구와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기쁘게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요. 

1. 여자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소식을 누구에게 

  알렸나요?(9절)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11절)

         

2. 베드로는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며 돌아갔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보세요.                          

삶속으로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제 삶 속에서 만나게 해
주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이웃들에게,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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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라 13.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이 말을 하고 뒤

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예

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

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6.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

이켜 히브리말로 랍오니 하니(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17.예수께서 이르시

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

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너희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18.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

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11 But Mary stood outside the tomb crying. As she cried,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12 Shesaw two angels dressed in white. 

They were seated where Jesus’ body had been. One of them was 

where Jesus’ head had been laid. The other sat where his feet had 

been placed.13 They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They 

have taken my Lord away,” she said. “I don’t know where they have 

put him.” 14 Then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n’t realize that it was Jesus.

요한복음 20:11-18    Early Jesus appears to Mary Magdale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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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e asked her, “Woman, why are you crying? Who are you looking 

for?” She thought he was the gardener. So she said, “Sir, did you carry 

him away? Tell me where you put him. Then I will go and get him.” 16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toward him. Then she cried out 

in the Aramaic language, “Rabboni!” Rabboni means Teacher. 17 Jesus 

said, “Do not hold on to me.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Instead, go to those who believe in me. Tell them, ‘I am ascending 

tomb 무덤                                                                  to put 놓다

saw to see의 과거형으로써 보았다                         to realize 깨닫다

gardener 동산지기, 정원사                                       to ascend 올라가다

What happened at Jesus’ tomb? Write the missing letters.

예수님의 무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빈칸에 빠진 알파벳을 넣어 단어를 완성해 보세요.

Mary Magdalene s___ two angels dressed in white.

마리아 막달레나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They a_______ her, “Woman, why are you c__________?”

그들을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어요?”

Then she t_______ a_________ and s_____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n’t r________ that it was Jesus.

그리고 그녀는 돌아서서 예수님이 서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Observation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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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시자 너무 슬펐어요(sad). 예수님의 시체(corpse or body)라도 보고

자 예수님의 시체가 안치된 무덤(tomb)으로 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계셔야할 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흰 옷 입은 두 천사(two angels 

dressed in white)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천사들은 마리아에게 왜 우느

냐고 물었어요(asked). 울고 있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대답했어요. 대답하고 뒤돌아섰는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didn't realize). 하지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 때 마리아는 단번에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disciples)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전했어요.  

Interpretation

She t_____________ he was the g_____________

그녀는 그가 정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Mary Magdalene went to the d__________s with the news. 

She said, “I have seen the L______!”

막달라 마리아는 소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31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This month, we’ll learn what true “hope” means. Hope means believing that 

something good can come out of something bad. Mary, for sure, knew that 

Jesus was dead. There was no chance for Mary to think that Jesus could have 

come back alive. However, Jesus actually was resurrected from the dead, and 

now He showed up to Mary. It was really bad to see Jesus dying on the cross, 

but somehow this miracle of seeing Jesus alive again after his death gave 

hope to all Jesus’ followers. Through His resurrection we found out all the 

promises that Jesus made are true. He paid the price for our sin on the cross 

and came back to life making it possible for us to be with God forever! We 

can have hope knowing that Jesus is stronger than any problem we might 

face. 

이번달에는 참된 “희망”의 의미를 배울거에요. 희망은 나쁜 상황에서도 선한 것

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셨고,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었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이 기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

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약

속들이 다 이뤄졌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다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을 

가능케 하셨어요.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닥쳐와도 이런 문제들보다 위대

하신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붙들 수가 있어요. 

Let’s memorize John 16:33b(NIRV) 요한복음 16:33b를 외워보도록 해요.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be encouraged! I have won the battle 

over the world.”     –John 16:33b- 

Let’s memorize

Application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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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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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셋째주
 2016년 3월 20일~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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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교육활동 - “미디어 금식 서약식”

1)미디어 금식 서약서 작성- 미디어금식 서약서를 작성하여 한 주 동안의 삶을 계획해요.
    ① 자신이 제일 즐겨 사용하는 미디어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것들을 한 주간 어떻게 절제할 것인지 나누어 보세요. 
    ② 고난주간을 맞아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기 위해 어떤 미디어를 가까이 할 것인지,  
        유익한 미디어 활용을 계획해 보세요.
2) 미디어 금식 선언 - 미디어 서약서를 읽고 함께 미디어 금식을 선언해요.
3) 결단의 기도 - 결단한 내용들에 대해 진실함과 인내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사랑의 무게

♥ 주제 : 하나님의 사랑

♥  암송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  ▹로마서 5:8 

♥ 성경 이야기 하나님 사랑의 무게 ▹로마서 5:8, 마태복음 26:36-46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어떤 마음이셨나요?(마 26:37-38)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나요? 

(마 26:39, 42)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자신의 말로 대답해 봅시다.)

➊

➋

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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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사랑의 무게를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서로의 생각을 나눠요.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고자 그 큰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기도해요.

Q1.

Pray

♥ 주제 : 하나님의 사랑

♥  암송구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큰 고통과 슬픔을 감당하셨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하나님 사랑의 무게 ▹로마서 5:8, 마태복음 26:36-46

예수님의 죽음은 상상하기도 두려운 고통과 모욕과 희롱과 폭력으로 가득 채워

진 시간들이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고 계셨어요. 

만약 죽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으셨을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씩이나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예

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해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인간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려 하셨어요. 죽음을 앞둔 고통과 두려움보다 인간을 향한 

큰 사랑, 구원을 위한 무겁고도 강력한 의지로 예수님은 담대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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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셋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13    마침 그 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삼십 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14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15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16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17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 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누가복음 24:13-17   “길 가는 중에 만난 분”



37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하나님, 슬픔과 절망속에 빠져서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두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리석은 저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계심을 믿어요. 그로인해 나의 삶에서 슬픔과 
절망보다는 기쁨과 감사함이 흘러 넘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엠마오로 길을 떠난 두 제자는 너무 슬펐어요. 자신들을 구원해주실 

메시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

들에게는 희망이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이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엠마

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체 여전히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어요.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여전히 슬픔과 

절망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요! 매일의 삶속에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해요!

1. 두 사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삼십리 떨어져있는 어느 곳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나요?(13절) 

                                  ▢▢▢
2. 두 사람은 매우 슬픈 얼굴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 모든 일”(14절)은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써봅시다. 
    (19-24절 참고) 

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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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셋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18    그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예루살

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모른

단 말입니까?" 

19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20    그런데 우리의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주어서, 사형선고를 받

게 하고,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습니다. 

21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

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22    우리 가운데서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

에 갔다가, 

23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 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24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4:18-24   “예수님과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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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진실되길 원해요. 부모님과 선생님께

서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진짜로 경험한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함께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예수님의 소식들은 당시 예루살렘과 온 지역에 핫 이슈였어요. 두 사람이 

예수님께 말하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시며, 소망이 되

시는 분” 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앞에 펼쳐진 현실은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

이었어요. 분명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 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무덤이 비었

다.”는 것보다 “무덤”에 집중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부족

한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구원하신 분, 소망이 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진실한 고백이 되길 소망해요.  

1.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8절)

2.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였나요? (21절)

                    

               ▢▢▢

“...이스라엘을 ▢▢ 하실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삶속으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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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셋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25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26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27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 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누가복음 24:25-27   “예수님의 가르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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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말
씀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속에서 실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우리

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언자들이 

말한(즉, 구약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죽은지 사흘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어리석다고 책망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자세히 가르쳐주셨어요. 

쉽게 말해 성경공부를 한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에게 성경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알려줄수 있나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경말씀에 대해 잘 

알아야 해요. 

1.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25절)

2.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써 놓은 말씀” 가운데 
몇 개를 찾아서 아래의 빈칸를 채워봅시다.  
미가 5:2 

“○○○○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사야 53:5

 “그가 ○○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
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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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셋째주

말씀
 본문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29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

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30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31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

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32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

하여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33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열한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34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35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

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누가복음 24:29-35  “눈이 열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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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두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축복하시며 빵을 떼어주셨

어요. 마치 유월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마침내 두 사람은 그동안 자기와 함께 길을 걸었고, 성경말씀을 가르쳐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

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속에서 만나는 이웃들

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할수 있어야 해요. 

1.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1절)

2.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던 두 사람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32~35절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봅시다.

삶속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시고, 삼일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어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속에서 만나는 가족, 친구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할수 있도록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말씀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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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3월 넷째주
2016년 3월 27일 ~ 4월 2일

45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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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교육활동 - “3월 큐티와 삶 나눔, 기도”

하나님을 찬송해야할 이유는 무엇일까요?(3절)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①

②

친구들에게 한 주간 또는 한 달 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삶을 나눠요. 

(재미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황했던 일 등)

3월 큐티 또는 사순절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요.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고 느낄 수 있었는지 함께 나눠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기 자신과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해요. 

교사의 기도로 마칩니다. 

부활의 기쁨

♥ 주제 :  하나님의 사랑

♥  암송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전서 1:3 

♥ 성경이야기 부활의 기쁨 ▹베드로전서 1:3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에요.

➊

❷

➌
➍

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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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정에 산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며 기도해요. 

Q1.

Pray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야,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체포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들과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과 산 소망, 기쁨을 얻게 되었어요. 

♥ 주제 : 하나님의 사랑

♥  암송구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  ▹베드로전서 1:3

♥ 오늘의 포인트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이에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부활의 기쁨 ▹베드로전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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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본문

1
넷째주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36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몸소 그들 가운데 

들어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 

37    그들은 놀라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유령을 보고 있는 줄로 생각

하였다. 

38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당황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을 품느냐? 

39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40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는 손과 발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누가복음 24:36-40  “열 한 제자를 찾아오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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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열 한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화가 있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는 것을 곧 바로 믿을 수 없었어요. 예

수님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했어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자신을 만져보라

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우리에게도 찾아

오셔서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평화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과 평화를 주

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요.

1. 예수님이 열 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36절)

삶속으로

말씀
 속으로

날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나주시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만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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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본문

2
넷째주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누가복음 24:41-44   “말씀을 이루셨어요”

41   그들은 너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42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렸다.

43   예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4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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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한 제자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말 인간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은 여전히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유령이 아니라 완전히 인간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

해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음식을 잡수셨고, 구

약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모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

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모든 말씀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말씀따라 살아가기가 힘들 때가 많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말씀대로 살기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셨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1절)

2.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 (44절)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의 ▢▢과 ▢▢▢와 ▢▢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 한다고 하였다."

삶속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님,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처럼 저도 하나님
모든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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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본문

3
넷째주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45     그 때에 예수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46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47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48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49   보아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러므로 너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어라."

누가복음 24:45-49  “증인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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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열 한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게되는 일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 일에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증인의 일을 맡기시면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
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길 소망해요. 

1. 말씀을 보고 빈 칸을 채워보세요. (45절)

 그 때에 예수께서는 ▢▢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을 열어 주시고,

삶속으로

말씀
 속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2. 다음 사전의 의미를 보고, 아래에 의미를 적어보세요.(46-47절)
    증인 (證人) [명사]: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예수님의 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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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본문

4
넷째주

부모님 확인 :

2016.    .     .날짜 :

50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밖으로 베다니까지 데리고 가서,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하셨다. 

51    예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다. 

52    그들은 예수께 경배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53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다

                               누가복음 24:50-53     “하늘로 올라가심”



1. 제자들은 축복해주시고 떠나가시는 예수님께 어떤 말들을 했을까요?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2.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였나요?(53절)

    하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기뻐하며, 날마다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말씀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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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셨고,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3년 동안 함께 해주신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아쉬운 마음도 들었겠지만, 제자들은 떠나가시는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을 기뻐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지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말씀보고, 기도

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해요.

삶속으로

기도로

말씀
 속으로



친구를 잠에서 깨우세요.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잔잔한 음악을 틀어보세요 

흐르는 음악에 맞추어 다음의 시 <봄 일기>를 읽어 주세요.

이 시를 통해서 기쁨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1.

2.

3.

4.

봄 일기 / 이해인

봄이 일어서니

내 마음도 

기쁘게 일어서야지

나도 어서

희망이 되어야지

누군가에게 다가가

봄이 되려면

내가 먼저 봄이 되어야지

그렇구나

그렇구나

마음이 흐르는

시냇물 소리

○○아 잘 잤니? 

창밖을 보니 어느 덧 봄이 성큼 우리 곁에 찾아 왔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봄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봄과 같이 따스함을 전해주는 하루가 되자. 

오늘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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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주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친구와 함께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와 함께 우리 가족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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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로마서 5:8-11, 새번역>

8.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

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9.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10.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더 확실한 일입니다. 

11.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자.

나와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매일 매일 깊이 묵상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 전하고 실천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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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칙은 일반 스토쿠와 같습니다. 

2. 가로줄, 세로줄에 “놀/라/운/하/나/님/의/사/랑”의 단어를 하나씩 넣어야 합니다. 

3. 또한 정사각형 안에도 9개의 단어를 각각 하나씩 넣어야 합니다.

운 라 하 사 랑 나 님 의

놀 랑 의 님 나 하 운

의 님 하 라 놀 랑

님 의 하 나 운 사 라 랑

운 나 랑 나 사 의 놀 님

랑 사 라 남 놀 의 운 하

라 랑 운 놀 사 하 의 나

놀 남 사 나 하 운 라

나 하 라 운 랑 님 사 놀

운라하사랑놀나님의

사놀랑의님나리하운

의나님운하라놀랑사

님의놀하나운사라랑

하운나랑나사의놀님

랑사라남놀의운 나하

라랑운놀사님하의나

놀남사나의하랑운라

나하으;라운랑님사놀

           말씀 스토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달 의 퍼 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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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 찾기 
아래에 있는 칸에서 “사랑” 또는 “♥“ 기호를 찾아서 색칠해봅시다. 
색칠하면 어떤 단어가 나오나요?

창 문 틀 하 나 님 의 말 씀 시 위 추 당 신 을 축 복 해 나 에

세 호 ♥ 동 니 미 가 별 남 편 드 첨 ♥ 사 랑 사 랑 ♥ 무 스

기 다 사 훈 아 모 스 키 장 대 포 을 사 역 대 상 하 사 늘 라

싸 이 랑 에 이 오 에 이 서 한 토 통 랑 당 역 출 구 랑 보 느

추 노 사 형 제 출 애 구 기 민 많 해 사 근 위 너 엑 사 아 헤

박 스 랑 이 물 전 도 서 상 국 이 선 랑 광 굴 비 소 랑 저 미

아 가 사 사 포 청 천 욥 정 만 보 물 사 부 전 어 버 사 씨 야

가 방 랑 야 구 개 구 리 보 세 내 도 랑 어 요 리 지 랑 국 배

미 아 ♥ 사 랑 사 랑 ♥ 리 아 줘 받 ♥ 사 랑 사 랑 ♥ 대 추

마 인 크 레 프 트 민 수 기 멘 요 아 스 마 일 기 장 어 어 묵

레 위 기 코 오 바 댜 엘 사 열 남 북 의 평 화 통 일 을 위 해

위 선 ♥ 무 엘 상 하 ♥ 호 왕 다 함 ♥ 사 랑 ♥ 사 랑 께 기

제 자 사 라 이 온 즈 사 세 기 도 해 사 요 하 나 님 우 리 아

사 교 랑 서 든 어 택 랑 아 상 버 지 랑 피 파 온 라 인 게 임

장 자 사 만 힘 들 지 ♥ 폐 하 은 감 사 과 기 쁨 이 넘 치 게

믿 음 랑 또 그 래 도 사 이 히 혜 빛 랑 ♥ 사 랑 사 랑 하 소

음 디 ♥ 포 기 말 자 랑 스 어 마 되 사 서 울 아 시 아 영 혼

의 아 비 ♥ 룻 기 ♥ 요 엘 로 미 신 랑 구 원 을 위 해 기 도

아 볼 살 다 사 랑 이 어 트 즈 노 구 ♥ 사 랑 사 랑 ♥ 해 서

들 로 허 수 아 비 름 음 럭 비 기 주 우 리 마 음 받 아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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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1부

 초등2부
 소년2부

 초등2부

6-2 송예은

4-12 이윤서

3-17 정하윤

4-4  최윤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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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예수님이 함께하신다는 믿음 

<자신감>

글 : 주니어 규장 집필팀  

그림 :  옥희진

출판사 : 규장

자신감이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이에요. 주님은 내게 ‘할 수 있다’는 

마음을 주시지요. 스스로 정직하게 행동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서 나를 

소중히 여기고 아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의 뿌리는 바로 예수님

이에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자신감을 얻게 되는 일이지요.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가만히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을 얘기하는 순간, 자신감을 선물 받게 될 

테니까요. 이 책을 통해 친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신감이 회복되기를 

기대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 이사야서 41:10 (쉬운성경)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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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3월7일) 

“종이 십자가 만들기”

➊지옥

➋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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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3월7일) 

“종이 십자가 만들기”

➌천국

➍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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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3월13일) 

"With Jesus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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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맞이 
성경학교 
포토존

초등1부  3-1 박지성 

초등2부  4-12  이민우 초등2부  4-11  박병진 

초등1부  4-15  조하은 초등2부  3-14  권율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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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1부  4-5  황민채 

초등1부  3-4  김경민 초등1부  3-1  최승헌 

초등1부  3-1  최경록 소년2부  6-12  오준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