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
소년부
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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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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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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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교육 내용

☻

9월 첫째 주

04

06
07
08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

9월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18
19
20

☻ English Bible Study
☻

28

9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

34
35
36

9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

9월 펀펀 플레이

58
59

퍼즐
글자 찾기

☻

46
47
48
56
57

위드큐티스티커
위드포토

60

☻ 9월 추천도서
☻ 9월 교육활동지

62

6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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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육내용

믿음의 사람 2

암송
구절
♥첫째주♥
“아브라함”

♥둘째주♥
“요셉”

♥셋째주♥
“모세”

♥넷째주♥
“라합”

실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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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 히브리서 11:1~2)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17)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22)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확실히 믿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24~25)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31)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구원자로 믿어요.

1. 믿음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나도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해요.
2. 시간을 정하여 위드 큐티와 기도하는 시간을 갖아요.
3.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요.

9월 첫째주
2016년 9월 4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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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 주제 : 믿음의 사람 2
♥ 암송구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 ▷히브리서 11:17
♥ 성경 이야기 : 아브라함 ▷히브리서 11:17-19
♥ 오늘의 포인트 :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며 무엇이라 약속하셨나요? (히 11:18)
②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 11:17, 19)
③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며,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말해보세요. (히 11:8)

★ 교육 활동 - “마지막 보물상자”
준비물 – 보물상자(부록), 필기도구, 가위
❶ 부록에 첨부된 활동지를 오려주세요.
❷ 9개의 보물상자에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적어보세요.
❸ 모든 친구가 적었으면, 선생님의 진행에 따라 돌아가며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마지막 3개 보물상자를 남겨둡니다.)
❹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메시지로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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ℌṙᵝ
♥ 주제 : 믿음의 사람 2
♥ 암송구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히브리서 11:17
♥ 오늘의 포인트 :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아브라함 ▷히브리서 11:17-19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보시려고 말씀
하셨어요.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오랜 기다림 끝에 어렵게 얻은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바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하여 많은
자손이 태어날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어요.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해요.

Q1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Pray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약속이 이루어기를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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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1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3:1-5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어려움을 이겨내는 믿음”

1.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 있기로 하고,
2. 우리의 형제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여러분

에게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3. 아무도 이러한 온갖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4.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장차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되었고,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5. 그러므로 내가 참다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환난 :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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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냈던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2절)

말씀
속으로

▢▢ ▢
2. 디모데는 어떤 일을 하려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갔나요? (2,3절)

▢▢
▢▢

성도들을
온갖

삶속으로

하게 하고 , 성도들의

▢▢

을 격려하며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어려움을 만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요. 디모데를 보낸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

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고 믿음이 잘 세워지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성도들이 당하게 될 환난에 대해서는 이 전에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이야기 한 적이
있었어요.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어려움을 만났다고 해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언
하셨었어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 것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성도
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때에도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에 흔들
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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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2
말씀
본문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전서 3:6-13

“바울의 기쁨”

6.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 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7.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보고, 우리의 모든 곤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습니다.
8. 여러분이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으면, 이제 우리가 살아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10.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11.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 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2.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13.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10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말씀
속으로

1. 바울의 마음 속 걱정이 기쁨으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요?

2.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성도들에게 가서 그들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② 성도들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이 풍성하게 해주세요.
③ 성도들을 더 이상 보고 싶어 하지 않게 해주세요.
④ 성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거룩함에 흠 잡힐 데가 없게 해주세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깨어졌

삶속으로

을까봐 걱정하였어요. 그러나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고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바울을 매우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어요. 바울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바울의 걱정은 큰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
주셔서 그들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계속
해서 더욱 자라나기를 기도했어요.

기도로

하나님, 바울은 자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
하다는 소식에 위로를 받고 기뻐하였어요. 우리의 기쁨도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에 메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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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6.

3
말씀
본문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전서 4:1-8

“거룩한 삶”

1.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것인지를, 우리에게서 배운 대로 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게 하십시오.
2.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무슨 지시를 여러분에게 내렸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음행을 멀리하여야 합니다.
4. 각 사람은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중함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5.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과 같이, *색욕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6.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우를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8. 그러므로 이 경고를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 권면 :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함.
* 성결 : 거룩하고 깨끗함.
* 음행 : 정조를 깨뜨리는 행위. 비도덕적 성 행위.
* 거룩 : 잘라냄, 분리함,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
* 색욕 : 무절제한 성적인 욕망.

12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말씀
속으로

1.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3절)

성도들이

▢▢

하게 되는 것.

2. 성도들이 성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3-6절)

삶속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가르쳐 준 교훈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라고 부탁하고 권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도들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해요. 특히 성적인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생활을 하며, 형제를 해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를 깨끗하게 해야 하며 우리 주변의 사람
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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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4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9-18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삶의 태도와 부활의 소망”

9. 교우들에 대한 사랑을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가르침을 받아서,
10.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그것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입

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더욱더 그렇게 하기를 권면합니다.
11.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조용하게 살기를 힘쓰고,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하십시오.
12. 그리하여 여러분은 바깥 사람을 대하여 품위 있게 살아가야 하고, 또
아무에게도 신세를 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잠든 사람의 문제를 모르고 지내
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지 못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예수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15.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미 잠든 사람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16.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
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다음에 살아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
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18.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 권면 :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며 힘쓰게 함.
* 호령 : 지휘하여 명령함. 또는 그 명령.
* 영접 : 손님을 맞아서 대접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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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속으로

1. 성도들이 자기 일에 전념하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1,12절)

2.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에 일어날 일들은 무엇인가요? (16,17절)
그리스도 안에서

▢▢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

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삶속으로

복음을 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고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아요.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면
좋겠어요.
바울은 죽은 사람들로 인하여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던 것처럼 이미 죽은 자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우린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슬퍼하는 자들
에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답게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며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15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히브리서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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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주
2016년 9월 11일~17일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17

요셉
♥ 주제 : 믿음의 사람 2
♥ 암송구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11:22
♥ 성경 이야기 : 요셉 ▷히브리서 11:22
♥ 오늘의 포인트 :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확실히 믿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긴 말 2가지는 무엇이었나요?
(22절)

② 뼈를 위하여 명령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보세요. (22절)

★ 교육 활동 - “약속의 말씀을 취하라!”

준비물 - 말씀카드 활동지, 가위

➊ 10개의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카드 20개를 무작위로 뒤집어 배치해주세요.
➋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하여, 돌아가면서 두 개의 카드를 뒤집어보세요.
➌ 카드를 뒤집었을 때, 같은 말씀을 고르면 그 말씀을 가져와서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❹ 카드맞추기성공한친구는카드를한번더뒤집을기회를얻게되고,실패하면다음친구에게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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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믿음의 사람 1
♥ 암송구절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 ▷히브리서 11:22
♥ 오늘의 포인트 :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을 확실히 믿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요셉 ▷히브리서 11:22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활약하며 안정적인 삶,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요셉은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자손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애굽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인데, 그 때
나의 뼈도 같이 들고 올라가라’ 말했어요. 애굽에서 나갈 때 자신의 뼈를 가지고 올라
가라는 것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지 잘 보여주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루어지길 소망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Q1.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는지,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Pray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해요.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19

둘째주
날짜 : 2016.

1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1-11

.

.

부모님 확인 :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1. 형제자매 여러분, 그 때와 시기를 두고서는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

습니다.
2.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3.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 때에, 아기를 밴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4. 그러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날이

여러분에게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5.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며, 정신을 차립시다.
7.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에 취하는 자들도 밤에 취합니다.
8.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

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9.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하심에 이르도록 정하여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1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11.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십시오.
* 해산 : 아이를 낳음.
* 멸망 : 망하여 없어짐.
* 투구 :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쓰던 쇠로 만든 모자.
20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말씀
속으로

1. 주님의 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무엇인가요?
① 우리는 그 때와 시기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② 주님의 날은 도둑처럼 올 것입니다.
③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닥칠 것입니다.
④ 믿는 우리들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에, 그 날이 도둑과 같이
덮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10절)

▢▢ ▢▢▢ ▢▢
▢▢▢ ▢▢▢▢
▢▢
우리가

,

와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삶속으로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게 놀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에 도둑이 갑자기 들어 닥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는 사람들이 아주 놀라게 될 거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놀랍고 두려운 시간이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린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베풀고 전해야 해요.
하나님, 어둠 속에 있던 저를 빛으로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 날을 위해 준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가 되기 원해요. 그리고 그 날을 함께 기쁘게 기다릴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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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6.

2
말씀
본문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전서 5:12-15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12.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13.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14.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
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15.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 훈계 : 타일러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줌. 또는 그런 말.
* 권고 :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22 초등/소년부 친구용
친구용교육교재
교육교재

말씀
속으로

1. 나를 주님 안에서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분들을 나는 어떻게 대하여야 하나요?

2. 바울의 권고를 따라 빈칸을 채워주세요.(14절)

▢▢
▢▢▢▢
▢▢▢▢▢ ▢
▢▢▢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 모든 사람에게

. 아무도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
▢▢

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선생님과 지도자를 사랑

삶속으로

하고 존경하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기를 바랐어요.
우리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주는 선생님과 부모님,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해야 해요.
또한 우리 중에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있다면 격려해주어요. 힘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주어요. 그리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주어요. 나에게 나쁜 일을 한 사람에게 나도 나
쁘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해요. 그럴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될 거에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될 거에요.
하나님,제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더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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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3
말씀
본문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전서 5:16-28

“그리스도인의 의무”

16. 항상 기뻐하십시오.
17.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

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19.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20.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21.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22.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23.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빕니다.
24.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25.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26.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27.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

를 읽어 주십시오.
2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 소멸 : 사라져 없어짐.
* 멸시 : 업신여기거나 하찮게 여겨 깔봄.
* 분간 : 사물이나 사람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따위와 그 정체를 구별하거나
가려서 앎.

24 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말씀
속으로

1. 바울의 권고대로 빈칸을 채워주세요.

▢▢
▢▢
▢▢
▢▢
▢▢ ▢▢
▢▢ ▢

① 항상

하십시오.

② 끊임없이

하십시오.

③ 모든 일에

하십시오.

④

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⑤ 모든 것을
⑥ 갖가지

하고,

의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을 멀리 하십시오.

바울은 짧지만 아주 중요한 권면들을 성도들에게 하고 있어요. 이 권면들은

삶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해요. 이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지킬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흠이 없이 완전하게

되도록 지켜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해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만일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될 거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하나님이 늘 생각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좋은 것이
무엇인지 늘 살피고 나쁜 것은 멀리 해야 해요.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우릴 향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에요.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늘 계셔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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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6.

4
말씀
본문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후서 1:1-4

“바울의 감사”

1.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2.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3.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을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4. 그러므로 우리는 온갖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간직한 그

인내와 믿음을 두고서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여러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박해 : 못살게 굴어서 해롭게 함.
* 환난 :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26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말씀
속으로

1. 이 편지글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요?(1절)

▢▢ ▢▢▢▢ ▢▢▢
과

와

2.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3절)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몇 개월이 지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속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답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하며 굳건해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도 자랑하였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고는
크게 기뻐했어요.
우리는 어느 때에 기뻐하나요?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
져간다는 소식에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로 거뜬히 이겨
낼 수 있게 될 거에요.

기도로

하나님,저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어려움을 감당해내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저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저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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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3:4-7

Obedience — trusting those who lead you by doing
what you’re asked to do.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4. “You will certainly not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5. “God knows that when you eat fruit from that tree, you will
know things you have never known before. Like God, you will be
able to tell the difference between good and evil.”
6. The woman saw that the tree’s fruit was good to eat and
pleasing to look at. She also saw that it would make a person wise.
So she took some of the fruit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7. Then both of them knew things they had never known before.
They realized they were naked. So they sewed together fig leaves
and made clothes for themselves.
-Genesis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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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bulary
certainly 확실히
serpent 뱀
like ~처럼, ~과 같이
difference 차이점, 다름
pleasing 즐거운, 기분좋은, 만족스러운
realized 깨달았다
sewed 바느질하다, (바느질로) 만들다
clothes 옷

Observation
How did the serpent lure Eve to eat the fruit? Fill in the blank
뱀이 어떻게 하와로 하여금 열매를 먹게 하였나요? 빈칸을 채워주세요.
The s_________ said to the woman, “You will c_________ not d_____.”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는 분명히 죽지 않을거야.”
Like G___, you will be able to tell the d_______ between good and evil.
하나님처럼, 너도 선한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될거야.
She saw that it would m_____ a person w____.
그녀는 그 열매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것이라고 봤다.
So she took s______ of the f______ and a____ it.
그래서 그녀는 열매를 얼만큼 따고 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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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pretation
이번 달의 말씀에서는 하와(Eve)가 뱀(serpent)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서는 죽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뱀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을 하와에게 합니다. 분명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가 먹어
보고 싶어지는 이유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유혹이 붙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은 모든 사실을 거짓말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진실(truth)과 거짓(lie)을 섞으면서 하와를 유혹시켰습니다.
결국에는 하와는 열매를 따먹어버렸습니다(took and ate). 결국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은(naked) 것을 알았고, 무화과 잎(fig leaf)으로 옷을 만들
었습니다.

30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Application
Being like a god means to choose to live your life without God. Certainly God’
s way of leading us is the best way, but we are often deceived by the lie that
our way, my way is better than His way, so we choose to live a life not obey
to God. I should trust and obey even when I think my way is better. Whether
we’re a child or an adult, we will face times when we think our way is better
than the one set out for us. We want everyone to learn that when we trust
and obey, the consequence can have lasting impact beyond ourselves.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도 되는 삶을 선택한다는 뜻
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제일 좋은 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더 좋다는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께 순종(obey)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길이 더 좋다고 생각해도 신뢰하고 순종해야합니다. 어린 아이나
어른이나 상관 없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길이 미리 길을 예비하신 분의 길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할 때 나오는 결과는
우리를 넘어서는 영구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배웠으면 합니다.

Let’s memorize
Let’s memorize Hebrews 13:17a(NIRV)히브리서 13장 17a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Trust in your leaders. Put yourselves under their authority. Do this, because
they keep watch over you.”

–Hebrews 13:1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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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히브리서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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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주
2016년 9월 18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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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셋째주
♥ 주제 : 믿음의 사람 2
♥ 암송구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24~25
♥ 성경 이야기 모세 ▹출애굽기 2:11~25
♥ 오늘의 포인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➊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 사연은 무엇인가요?(출 1:1~2:10 참조)
➋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출 2:11)
❸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모세였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해보세요.

★ 교육활동 - “믿음의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❶그동안 배워왔던 믿음의 사람들에는 누가 있는지 떠올려보세요.
❷모두 함께 “믿음의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게임을 해보세요.(아이엠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변형)
① 다함께 “양손바닥/박수한번/오른손엄지/왼손엄지” 순으로 손동작을 합니다.
② 손동작에 맞춰서 “믿음의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를 외칩니다.
③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중 택1 – 아벨/에녹/노아/사라/아브라함/요셉/모세)
④ 자기소개가 끝나면 “지금부터 시작”을 외치고,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타인의 이름과
숫자 1~4 중에 하나를 외칩니다. (ex. 에녹 셋, 노아 둘, 사라 넷, 아벨 하나 등등)
⑤ 이름이 불려진 사람은 그 숫자에 맞게 자신의 이름을 외칩니다.
(ex. 에녹 셋일 경우, “에녹 에녹 에녹”)
❸게임을 진행하다가 3번 틀린 친구는 9월의 암송구절(히브리서 11:1~2)을 크게 읽어요.
34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 주제 : 믿음의 사람 2
♥ 암송구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24~25
♥ 오늘의 포인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모세 ▹출애굽기 2:11~25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내는 모세에게 더이상 공주의 아들로서
왕실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
들을 인도해낼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이라며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워주며 인도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해주셨어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어요. 모세는 왕실의
부귀와 특권, 평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를 인도해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요.

Q1.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지 돌아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토론해보고 실천해보아요.
Pray 찬송가 200장(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함께 부른 후,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족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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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1
말씀
본문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후서 1:5-12

“공의로우신 하나님”

5. 이 일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그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6.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7.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아주십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권능 있는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8. 불꽃에 싸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9. 그들은 주님 앞과 주님의 권능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영원히 멸망
하는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10. 그 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11.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시며 또 그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주시기를 비는 것입니다.
12.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공의 :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
* 권능 : 권세와 능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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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5절)

말씀
속으로

성도들이

▢▢▢ ▢▢에 ▢▢ 한 ▢▢이

되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다.

2.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8,9절)

삶속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였어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받는 핍박과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
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복음을 위하여 받는 핍박은 복된 것이고, 오히려 기뻐
할 일이에요. 예수님도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시며 기
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을 받기위해 준비되는 축복의 과정
임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의 괴로움을 갚아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안식을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당하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였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제 안에 계시며 힘주시면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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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2
말씀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1-10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주님의 날이 이르기 전에”

1.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과 우리가 그분

앞에 모이는 일을 두고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2. 여러분은, 영이나 말이나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에 속아서, 주님의
날이 벌써 왔다고 생각하게 되어,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3.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 날이
오기 전에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
날 것입니다.
4.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5.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이런 일을 여러분에게 거듭 말했다는 것을 기억
하지 못합니까?
6.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자가 지금은 억제를 당하고 있지만, 그의 때가 오면
나타날 것입니다.
7. 불법의 비밀이 벌써 작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억제하시는 분이 물러나실 때
까지는, 그것을 억제하실 것입니다.
8. 그 때에 불법자가 나타날 터인데, 주 예수께서 그 입김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멸하실 것입니다.
9.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10. 또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 억제 : 정도나 한도를 넘어서 나아가려는 것을 억눌러 그치게 함.
* 광경 : 벌어진 일의 형편과 모양. / * 광채 : 아름답고 찬란한 빛.
* 표징 :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 이적 : 기이한 행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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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성도들을 속이며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예수님은

말씀
속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8절)

▢▢ 으로 그를 죽이실 것이고, 그 오시는 광경의
광채로 그를 ▢▢▢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 그

2. 멸망을 받을 자들이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절)
자기를 구원하여 줄 진리에 대한

▢▢ 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거짓편지에 속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삶속으로

벌써 왔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거짓말들에 성도들이 속아서
흔들리고 당황하는 일이 없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먼저 일어날 것인지를 이야기해주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 있을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그 불법을 저지
르는 자를 따라갈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불법을 저지르는 자를
죽이실 것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거짓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굳게 믿어야 해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들이 늘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원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39

셋째주
날짜 : 2016.

3
말씀
본문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후서 2:11-17

“우리를 택하심”

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혹하게 하는 힘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하십니다.
12. 그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

시려는 것입니다.
13.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14.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15.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16.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17.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 미혹 :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
* 불의 : 의리, 도의, 정의 따위에 어긋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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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속으로

1. 하나님께서 멸망을 받을 자들이 거짓을 믿도록 내버려두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절)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15절)

▢▢▢ ▢▢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 을 ▢▢ ▢▢▢▢▢ .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삶속으로

하나님은 그런 자들이 거짓을 믿도록 그냥 내버려두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
셨어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에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준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분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고 구원을 받게 해
기도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삶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용기 내어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 받는 우리들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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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6.

4
말씀
본문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후서 3:1-5

“바울의 기도요청”

1.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또 우리가 심술궂고 악한 사람에게서 벗어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3. 그러나 주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여러분을 굳세게 하시고, 악한 자

에게서 지켜 주십니다.
4. 우리가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지금도 실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실행하리

라는 것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5.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 신실 : 믿음직하고 착실함
* 인내 :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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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속으로

1. 바울은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해줄 것을 요청했나요? (1,2절)

2.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권면하고 있나요? (5절)

▢▢ 하시는 것과 같이 사랑하고,
▢▢ 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줄 것

삶속으로

을 요청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다니던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은 바로 복음이 잘 전파되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면, 나는 그가 무슨 기도를 해주길 바라나요? 바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 복음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길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잠시 있다가 사라
기도로 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이길 원해요.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제목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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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히브리서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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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넷째주
2016년 9월 25일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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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합

♥ 주제 : 믿음의 사람 2
♥ 암송구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31

♥ 성경이야기 라합 ▹여호수아 2:8~14
♥ 오늘의 포인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구원자로 믿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1절)
②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살려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12-13절)
③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라합과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기위해서 해야 했던
일들은 무엇인가요? (18절)

★ 교육활동 - “믿음의 사람 보드게임” 준비물 – 주사위(부록), 가위, 풀, 성경책, 필기도구
➊
❷
➌
➍

부록에 첨부된 주사위 활동지를 완성해주세요.
가위바위보를 통해 순서를 정하여, 한 명씩 돌아가며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주사위를 던져서, 그 숫자만큼 이동해주세요.
믿음의 사람이 서 있는 곳에 멈추게 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질문의 빈칸을 채워서
큰소리로 읽어주세요. (괄호 속 말씀은 힌트입니다.)
➎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는 친구가 우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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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믿음의 사람 2
♥ 암송구절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 ▹히브리서 11:31
♥ 오늘의 포인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만 구원자로 믿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라합 ▹여호수아 2:8~14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여리고에 도착해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렀어요. 그 때,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들은 무사히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에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은 살려주었어요. 라합이 두 정탐꾼을
도와주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여리고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
에요. 라합은 하나님이 천하에서 제일가는 신이심을 믿었고 경외했던 것이지요.
라합의 믿음이 라합의 가족들과 친척들까지 구원을 받게 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이 되길 소망해요.

Q1. 우리 가정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친척, 친구, 이웃 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Pray 우리 가정이 친척들,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 선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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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1
말씀
본문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데살로니가후서 3:6-12

“일하는 그리스도인”

6.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에게 명령합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하십시오.
7.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8.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
으로 일하였습니다.
9. 그것은, 우리에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10.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하고 거듭 명하였습니다.
11.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는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고 합니다.
12.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

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 무절제 : 절제함이 없음.
* 절제 :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
* 양식 :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의 먹을거리.
* 본 : 어떤 사실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위하여 내세워 보이는 대표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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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속으로

1. 바울은 무절제하게 살고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어떻게 하라고
하였나요? (6절)

2. 다음 중 바울이 성도들에게 했던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0-12절)
①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② 조용히 일해라.
③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어라.
④ 사람들에게 짐이 되어라.

삶속으로

바울은 밤낮으로 자신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는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바울의 본을 따르지 않으면서
게으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

하며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내어 던지고 게으르게 생활했어요. 그런 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어요.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세요.”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자신의 직업이 있어요. 그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에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기쁨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저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우리의 삶을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내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도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고, 사람
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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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후서 3:13-18

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선한 일 하다 낙심말기”

13. 형제자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14. 누가 이 편지에 담긴 우리의 말에 *복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특별히

조심하여, 그와 사귀지 마십시오. 그리하여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십시오.
15. 그러나 그를 원수처럼 여기지 말고, 형제자매에게 하듯이 타이르십시오.
16.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

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17.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이것이 모든 편지에 서명하는 표요, 내가 편지를

쓰는 방식입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 낙심 :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마음이 상함.
* 복종 :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좇음.

50 초등/소년부 친구용
친구용교육교재
교육교재

말씀
속으로

1. 2장 13절의 말씀을 완성해주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 ▢ 을 하다가

▢▢ 하지 마십시오.
2. 바울은 이 편지에 담긴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하였나요?
(14,15절)

삶속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분명 선한 일을 하였는데도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던 바울도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약속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에도
바울과 성도들이 그랬듯,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기를
쉬지 않았던 바울처럼, 그리고 많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을
하되, 그 과정이 혹 힘들더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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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디모데전서 1:1-11

“복음에 맞는 말”

1.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2.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3.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
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4.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
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5.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6.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7.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8.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9.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10. 간음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괴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
임을 우리는 압니다.
11. 건전한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 교리 : 종교적인 원리나 이치. * 신화 : 신비스러운 이야기.* 족보 :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
* 경륜 :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 또는 그 계획이나 포부.
* 변론 : 사리를 밝혀 옳고 그름을 따짐.
* 토론 :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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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속으로

1.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3,4절)

디모데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

▢▢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와 ▢▢▢ ▢▢이야기에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2. 건전한 교훈이란 무엇에 맞는 것이어야 하나요? (11절)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교회를 돌볼 것을 부탁했어요.

삶속으로

그 에베소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이들이 사람들에게 다른
교리를 가르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를 늘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말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이들이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사람들을 막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
지는데 목적을 두지 않은 이야기들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였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거짓으로 꾸며 낸 이야기나 만들어 낸 신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목적을 둔 것들로 더 채워지길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들이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들을 좆지는 않았는지 돌아
봅니다. 친구들과 쓸데없는 말다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이제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을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을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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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6.

.

.

부모님 확인 :
디모데전서 1:12-20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12.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13. 내가 전에는 *훼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14.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15.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
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1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 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17.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18.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19.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
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20.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내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 훼방 : 남을 헐뜯어 비방함. 남의 일을 방해함.
* 사례 : 어떤 일이 전에 실제로 일어난 예.
* 응징 : 잘못을 깨우쳐 뉘우치도록 징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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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속으로

1. 빈칸을 알맞게 채워주세요.

▢▢▢요 ▢▢▢요
▢▢▢였습니다. (13절)
- 그리스도 예수께서 ▢▢ 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 ▢▢이
- 내가 전에는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15절)

2.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하였나요? (16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삶속으로 못살게 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
나주셨어요. 그리고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바울은 죄를 지은 사람 중에서도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데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목적은
자신과 같은 죄인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전파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전해졌어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게하기 위해
바울뿐 아니라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주었
어요. 우리 모두는 이 복음에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해요. 그리고 우리도 이 복음
을 아직 알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기도로

하나님, 바울은 죄인인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의 평생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했어요. 우리도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 원해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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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째주

1. 잠들어 있는 자녀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자녀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자녀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잠언 15:8, 새번역>
“악한 사람의 제사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새날을 허락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이)가 언제나 주님을 향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 자신만을 위한 기도만 하지 않게 하시고,
친구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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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째주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함께 다음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2. 말씀을 다 읽은 뒤, 아래 OO에 친구의 이름을 넣어 읽어주세요.
3. 친구를 꼭 안아주며,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실거야. 두려워하지 말거라.
잘 자렴.” 이야기해주세요.

말씀 <잠언 19:26, 새번역>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자식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끌어들이는 자식이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사랑과 존경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인도해주세요.
또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날마다 신앙 안에서 성장하는 우리 가족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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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이

달

의

퍼

가로세로 퍼즐
①

②

가로
③

④

⑤

⑦

⑨

즐

⑥

⑧

⑩

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3:16)
②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고난받는것을선택한사람은?(히
브리서 11:24-25)
⑤ 바울은 고린도교회 사람들에게
지혜에 있어서 아이가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하나요?
(고린도전서 14:20)
⑦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하
나님의 부르심에 순 종하 여 고
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약속된 땅으로 간 사람은 누구
인가요?(창세기 12:1)
⑨ 백성을 위해서 금식하고,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이다”하며 나아간
여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에스더 4:16)
⑩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O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5)

세로
① 강도만난 사람을 도와준 사람은 어디 출신 사람인가요?(누가복음 10:30~37)
③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떼를 치러 간 곳은 어디인가요?(창세기 37:12)
④ 히브리서 11장을 3글자로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⑥ 찬송가 563장 가사에 보면 예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어디에 쓰였다고 말하나요?
⑦ 구약성경30번째에기록된말씀.목자였고뽕나무를키우는농부였던선지자는누구인가요?(OOO7:14)
⑧ 여리고성이함락될때가족과함께구원을받은여인.붉은줄을매달은여인은누구인가요?(여호수아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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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사람을 찾아라!
9월에 배웠던 믿음의 사람 4명의 이름을 찾아 색칠해보세요.
4명을 찾아 색칠하면 무슨 글씨가 보이나요?
(아브라함, 요셉, 모세, 라합)
이삭 요한

니고
사라 사래 요한
데모

아벨 다윗 바울 에녹 야곱

요나

니고
아벨 야곱 사울 요나
데모

아브
라함

요셉

라합 모세 바울 요셉

야곱 라합

이삭

사라 라합 사라

사라 요셉

니고
이삭 모세 노아
데모

노아

노아 사라 바울

니고
니고
다윗 요나 다윗
데모
데모
에녹 아벨 다윗 이삭

니고 르호
사라 라합 모세 노아 아벨 바울
데모 보암

아브
바울 이삭 모세
라함

요나 바울 요셉 야곱 사라

요셉

니고
아브
사라
이삭
데모
라함

요나 에녹 라합

니고
라합 이삭
데모

요나 모세 요나

노아

요셉

아브
라함

요셉

라합 다윗 모세 사울 야곱 다윗 사라 이삭

바울 라합

노아

사울 노아 아벨 다윗 바울 요나 아벨 에녹 모세
요셉 모세

니고
노아
데모

요나 사울 자울 야곱 사울

에녹 요나 모세

아브
라함

아벨 모세 라합 이삭 사라 요나

요셉

라합

아브
니고
라합
라함
데모

르호 니고
요한 에녹 아벨 사울 모세
보암 데모

사라 아벨 라합 바울 사라 이삭
바울 노아

노아

니고
에녹 아벨
데모

아브
모세 라합 바울
라함

르호
니고
아브
라합 요한 다윗
사울 야곱 아벨 요나
보암
데모
라함

다윗 사라 라합
요셉

요나

니고
르호
요나
보암
데모

요셉 모세 라합 모세 바울

요나 라합 노아 에녹

이삭 에녹

르호 아브
모세 요셉
보암 라함

르호
하박
야곱 바울 사울
아벨 노아 다윗 이삭
국
보암
에녹 이삭 다윗 노아 사라 요나

요셉

노아

요셉 모세 야곱 바울

요한

요나 야곱

요셉 다윗 사라
라합

니고
요한
데모

르홉
아벨 에녹
보암

니고
니고
사울 야고 에녹
아벨 노아 바울 이삭
데모
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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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학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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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 이름 :

초등2부

부
초등2

지온
4-11 강
초등부

친구들~
위드포토사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4-11 유혜인
소년부

친구
들
위드 ~
포토
사진
많이
많
보내주 이
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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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제 목 : 어린이의 파워기도
글 : 스토미 오마샨 / 유정희
출판사 : 생명의 말씀사

여러분은 하나님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떠한
이야기도 말해주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교생활, 친구
관계, 그리고 커다란 문제들까지도 듣고 싶어 하세요.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이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요. 그게 바로 기도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 책을 통해
기도에 대해 쉽게 알아봐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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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9월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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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

넷째주(9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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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9월25일)

Question. 1
믿음으로 ◯◯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Question. 2
믿음으로 ◯◯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Question. 3
믿음으로 ◯◯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
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Question. 4
믿음으로 ◯◯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Question. 5
믿음으로 ◯◯◯◯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
며 / ◯◯◯◯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Question. 6
믿음으로 ◯ ◯ 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Question. 7
믿음으로 ◯◯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 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Question. 8
믿음으 로 기생 ◯ ◯ 은 정탐꾼 을 평안히 영접하였으 므 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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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9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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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
-히브리서 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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