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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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교육 내용

☻

2월 첫째 주

04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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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월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18
19
20

☻ English Bible Study
☻

28

2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

34
35
36

2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

2월 펀펀 플레이

58
59

사다리 타기
숨은글자 찾기

☻

46
47
48
56
57

위드큐티스티커
위드포토

60

☻ 2월 추천도서
☻ 2월 교육활동지

62

61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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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교육내용

하나님은 누구신가?

암송
구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 요한일서 4장 16절 )

♥첫째주♥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세요.

♥둘째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기억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셋째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넷째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실천
내용
4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해서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열왕기상 8장 56절)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해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닮아가요.

1.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실천해요.
2. 위드 큐티와 말씀을 읽어요.

2월 첫째주
2017년 2월 5일 ~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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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창조주세요.
♥ 주제 : 하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
♥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시편 8편 3~9절
♥ 오늘의 포인트 :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다고 하나요? (3,7,8절)
②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돌보아 주나요?(5절)
③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에 대해 어떻게 찬양하나요? (9절)

★ 교육 활동 -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그림으로 표현하기”
준비물 – 활동지(별지), 볼펜, 색연필
❶ 창세기 1장을 펼쳐 천지창조의 순서를 확인하세요.
❷ 활동지(별지)에 천지가 창조된 순서대로 숫자 속에 그림을 그려요.
❸ 그림을 그린 후, 예쁘게 색칠해요.
❹ 그림을 완성 한 후, 말씀 암송구절 시편 8편 9절을 적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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ℌṙᵝ
♥ 주제 : 하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8편 9절
♥ 오늘의 포인트 :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주세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시편 8편 3~9절

우리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정말 크고 대단한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온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지키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거예요. (시8:6,8)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사랑
하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감사
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돼요.

Q1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는지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Pray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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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1
with
말씀

역대상 13:1-8

. .

부모님 확인 :

“첫 번째 관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2.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갈을 보내어, 그들을 우리
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3.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4. 온 백성이 이 일을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5.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여아림에서 옮겨 오려고, 이집
트의 시홀에서부터 하맛 어귀에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6.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7.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웃사와 아히요가 그 수레를 몰았다.
8.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며, 수금과 거문
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즈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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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전갈 : 사람을 시켜 말을
전하거나 안부를 물음

with
관찰

1.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3절)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의 ▢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2.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위하여 다윗은 누구와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나요? (1-4절)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이스라엘

with
생각

▢▢▢와 의논하고,

▢ ▢▢에게 말하였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첫 번째 관심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궤가 방치
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과 상의를 하고 온
회중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해요.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은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옮길 계획을 실행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일했어요.

with
결심

내가 요즘 관심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혹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살지는 않나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어
보아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것처럼 저도 하나님만을 생각할래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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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2
with
말씀

역대상 13:9-14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9. 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들었다.
10. 웃사가 궤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11. 주님께서 그토록 급격하게 웃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냈다. 그래서 그 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웃사라고 한다.
12. 그 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13. 그래서 다윗은 그 궤를 자기가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 가게 하였다.
14.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 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 주셨다.

10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Q. 단어사전
타작 :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낟알을 거두는 일

with
관찰

1. 소들이 뛰는 바람에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했어요. 이때 웃사는 어떻게 했나요? (9절)
“그들이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그

▢

을 내밀어 궤를

▢▢ ▢▢

.”

2. 언약궤를 손으로 잡은 웃사는 어떻게 되었나요? (10절)

▢를 붙들었으므로, 주님께서 웃사에게 ▢▢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에서 죽었다.”

“웃사가

with
생각

다윗의 계획은 완벽해보였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몸을 성결하게 준비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직접 메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미처 그 방법대로
하지 못했어요.(역대상 15:13)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편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해요.

with
결심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을 돌아봐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 자신을 위한 일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겠다고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방법이 있음을 기억하며 그대로 순종하겠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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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3
with
말씀

역대상 14:1-7

. .

부모님 확인 :

“다윗의 고백”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과 함께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궁궐을 지어 주게 하였다.
2.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3.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맞아, 또 자녀를 낳았다.
4. 그가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이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5. 입할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6.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7. 엘리사마와 브엘랴다와 엘리벨렛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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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석수 : 돌을 다루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
목수 : 나무를 다루어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드는 사람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굳건하게 세우시나요? (2절)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분의

▢▢ ▢▢▢▢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그의 나라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2.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을 누구라고 말하나요? (2절)
“다윗은, 주님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굳건히 세워 주신 것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번영하게 하시려고

▢의 ▢ ▢를 크게 높이신 것을 깨달아

알았다.”

with
생각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인 두로의 왕 히람은 다윗을 위하여 석수와 목수들을
보냈어요. 그들을 통해서 궁궐을 지어주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계획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자신을 세우신 것을 알아요.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
백하며,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인정해요.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with
결심

with
기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모든 일을 계획했고, 이루었다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계획이셨고, 우리를 위해 일하셨어요.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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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4
with
말씀

역대상 14:8-17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8.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온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맞아 공격하려고 나갔다.
9.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평원을 침략하였다.
10.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
가도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저의 손에 넘겨 주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겠다."
11. 그래서 그가 바알브라심으로 쳐들어갔다. 다윗은 거기에서 블레
셋 사람들을 쳐서 이기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홍수가 모든 것
을 휩쓸어 버리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으로 나의 원수들을 그
렇게 휩쓸어 버리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곳 이름을 바알브라
심이라고 부른다.
12.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온갖 신상을 거기에 버리고 도망 갔으므로,
다윗은 그 신상들을 불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13. 블레셋 사람이 또다시 그 평원을 침략하였다.
14. 다윗이 하나님께 또 아뢰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그들을 따라 올라가 정면에서 치지 말고, 그들의 뒤로 돌아가서 숨어
있다가, 뽕나무 숲의 맞은쪽에서부터 그들을 기습하여 공격하여라.
15.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
워라. 그러면 나 하나님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16. 다윗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쫓
아가면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렀다.
17.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널리 퍼졌고, 주님께서는, 모든 나라들이
다윗을 두려워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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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신상 : 이방신의 모습으로
조각한 우상들

with
관찰

1. 블레셋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하자, 다윗은 어떻게 하였나요? (10절)
① 최고의 군대 지휘관에게 맡겼다.
② 무서워서 다른 나라로 도망쳤다.
③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다.
④ 침입하자마자 칼을 챙겨 직접 전투를 이끌었다.
2.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15절)
“뽕나무 밭 위쪽에서 행군하는 소리가 나거든, 너는 곧 나가서 싸워라. 그러면
나

with
생각

▢▢▢이 너보다 먼저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겠다."

다윗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전투 경험을 믿고 전쟁터에서 진두지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최고의 전투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한 다윗은 전투
에서 승리했어요. 인간의 생각은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의 전략가이심을 잊지 마세요.

with
결심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자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 판단과 생각을 믿지 않고 지혜의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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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 요한일서 4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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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
20167년 2월 12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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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사랑이세요.
♥ 주제 : 하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레미야 31장 1~6절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기억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자함으로 이끄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

②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요? (4-6절)

★ 교육 활동 - “사랑 책갈피 만들기”
준비물 – 활동지(별지), 색종이
➊ 활동지(별지)를 참고하여, 색종이로 책갈피(2개)를 접어보세요.
❷ 완성된 책갈피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요일4:8)”를 적어보세요.
❸ 완성된 첫 번째 책갈피는 나의 성경책에 끼워두고,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로

결심해요.
❹ 두 번째 책갈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며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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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하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장 3절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로 기억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예레미야 31장 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려고 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다시 돌아오라는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곤 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달하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다가올
어둡고 힘든 시간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요일 4:8)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알고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Q1.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언제 느낄 수 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Pray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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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7.

1
with
말씀

역대상 15:1-10

. .

부모님 확인 :

“실패를 통해 배워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다윗이 '다윗 성'에 자기가 살 궁궐을 지었다. 또 하나님의 궤를 둘
한 장소를 마련하고 궤를 안치할 장소에 장막을 치고,
2. 이렇게 말하였다.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
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3. 다윗은 그가 마련한 장소에 주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온 이스라
엘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았다.
4. 다윗이 불러모은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은 다음과 같다.
5. 고핫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우리엘과 그의 친족 백이십 명,
6. 므라리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아사야와 그의 친족 이백이십 명,
7. 게르손 자손 가운데서 족장 요엘과 그의 친족 백삼십 명,
8. 엘리사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스마야와 그의 친족 이백 명,
9. 헤브론 자손 가운데서 족장 엘리엘과 그의 친족 여든 명,
10. 웃시엘 자손 가운데서 족장 암미나답과 그의 친족 백십이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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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궁궐 : 임금이 거처하는 집.
마련 : 헤아려서 갖춤.
안치 : 안전하게 잘 둠.
장막 : 모세가 신의 계시로 시
내 산에 만든 천막. 하나님을
예배하던 곳.

with
관찰

1. 다윗은 레위 사람 말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무엇
때문이라고 하였나요? (2절)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를 메고 영원히
▢▢▢을 섬기게 하셨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2. 다윗이 주님의 궤를 옮기기 위해 백성들을 불러 모은 곳은 어디인가요?(3절)

▢ ▢▢▢
with
생각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 오기
위해서 준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기 나라와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것만이
바로 사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운반할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이 전에 열정만을 가지고 하다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과 제도를 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with
결심

with
기도

내가 세운 계획이 내 생각처럼 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웠나요?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른 길을 찾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내가 세운 계획이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말씀대로 행하는 제가 되고 싶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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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7.

2
with
말씀

역대상 15:11-24

. .

부모님 확인 :

“잘못을 뉘우쳐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1. 다윗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12.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레위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성결하게 하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13. 지난번에는 여러분이 메지 않았으므로,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14.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려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였다.
15. 레위 자손은, 모세가 명령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채에 꿰어 그들의 어깨에 메었다.
16. 다윗은 레위 사람의 족장들에게 지시하여, 그들의 친족으로 찬양
하는 사람들에 임명하게 하고, 거문고와 수금과 심벌즈 등 악기를
연주하며, 큰소리로 즐겁게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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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가문 : 가족 또는 가까운
일가로 이루어진 공동체
족장 : 종족이나 부족의
우두머리
친족 : 촌수가 가까운 일가
성결 : 거룩하고 깨끗함
규례 : 일정한 규칙과 정하
여진 관례
꿰다 : 실이나 끈 따위를
구멍이나 틈의 한쪽에 넣어
다른 쪽으로 내다
임명 : 일정한 지위나 임무
를 남에게 맡김

with
관찰

1. 다윗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 지시했나요? (12절)

▢▢ 가문의 족장들입니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친족들을 ▢▢ 하게 하고,

“여러분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궤를 내가 마련한 장소로 옮기십시오.”
2.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옮겨 오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14절)
“스스로를

with
생각

▢▢

하게 하였다”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지난번에 언약궤 옮기는 일이 왜 실패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시했
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
들을 거룩하게 하고서 궤를 어깨에 멨어요. 다윗은 또 레위 사람의 지도자들
에게 노래하는 자들을 모아 성가대를 조직하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을 큰 소리로
연주하도록 하라고 지시하였어요.

with
결심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사람들 앞에서 인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
어서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기로 했어요.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숨기거나 감추려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요. 그리고 다윗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제가 될래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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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7.

3
with
말씀

역대상 15:25-29

. .

부모님 확인 :

“기쁨으로 예배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25.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주님의 언약궤를 옮겨 오려고 기쁜 마음으로 그리로 갔다.
26. 하나님께서 주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 사람들을 도우셨
으므로, 그들이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를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27. 다윗과, 하나님의 궤를 멘 레위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과,
찬양하는 사람들의 지휘자 그나냐가 모두 다 고운 모시로 만든
겉옷을 입고 있었으며,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입고 있었다.
28. 온 이스라엘은 환호성을 올리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우렁차게 치고,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올라왔다.
29. 주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
이 창 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기뻐하는 것을 보고,
마음 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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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장로 : 나이가 많고 학문과
덕이 높은 사람
천부장 : 천 명으로 조직된
단위 부대의 장
운반 : 탈것 따위에 실어서
옮겨 나르는 것
모시 : 모시풀 껍질의 섬유
로 짠 피륙. 베보다 곱고 빛
깔이 희며 여름 옷감으로
많이 쓰인다.
에봇 : 대제사장이 입던,
성별(聖別)된 제복
환호성 : 기뻐서 크게 부르
짖는 소리
수금 : 두 손으로 줄을 튕겨
연주하는 현악기

with
관찰

1.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은 누구의 집에서 언약궤를 옮겨 왔나요?
(25절)

▢▢▢▢의 집
2.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이유는 무엇인가요? (29절)

with
생각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날, 온 나라에 즐거운 축제가 열렸어요.
레위인이 언약궤를 메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찬양대는
노래를 부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기쁨의 축제를 벌였어요. 또한 다윗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감격스런 춤을 추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다윗의 행동이 왕답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깔보았어요.

with
결심

나는 다윗처럼 즐거워하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나요? 아니면 미갈처럼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에 더 신경을 쓰나요? 나의 모습을 돌아
보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다윗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는 제가
될래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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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7.

4
with
말씀

역대상 16:1-6

. .

부모님 확인 :

“함께 즐거워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 놓은
장막 안에 궤를 옮겨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Q. 단어사전

드렸다.

번제 : 구약 시대에, 짐승

2.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
에게 복을 빌어 주고,
3.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개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4. 다윗이 레위 사람을 임명하여, 주님의 궤 앞에서 섬기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5. 그 우두머리는 아삽이며, 그 밑에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을 통째로 태워 제물로
바친 제사.
화목제 : 구약 시대에,
하나님에게 동물 제물을
바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려고
행하던 제사.
임명 : 일 정 한 지 위 나

여히엘과 맛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

임무를 남에게 맡김.

있었다. 이들은 거문고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심벌즈를 우렁차게

기리다 : 뛰어난 업적이나

쳤다.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6.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나팔을 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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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따위를 칭찬하고
기억하다.

with
관찰

1.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자 다윗이 레위 사람에게 시킨 일은 무엇인가요? (4절)
① 하나님을 기리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
② 수고했으니 이제 집에 가서 푹 쉬라고 했어요.
③ 마음에 들지 않으니 다시 하라고 했어요.
④ 나를 따라 춤을 추라고 했어요.
2. 하나님의 궤를 장막 안에 옮겨 놓고 나서 다윗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1~2절)

▢▢와 ▢▢▢를 드렸어요.
그리고서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 을 빌어 주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빵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어요.”

with
생각

다윗은 미리 만들어 둔 장막에 하나님의 궤를 옮겨 놓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며 빵과 고기와 건포도 과자를
선물로 주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의 축제를 벌였어요.

with
결심

내가 기쁘고 즐거운 때는 언제인가요? 나는 그 기쁨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나요? 나의 삶에 주시는 감사의 제목들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다윗처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기로 결심해보아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는 제가 될래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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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 10장 25-37절 / Luke 10:25-37(NIRV)
Love—choosing to treat others the way you want to be treated.

25.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
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27.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
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
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9.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
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1. 마침 한 제
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 어떤 사마리아 사
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가까이 가서 기름
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서 돌보아 주니라 35.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
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
라 하였으니 36.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25 One day an authority o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receive eternal life?”

28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26 “What is written in the Law?” Jesus replied. “How do you
understand it?” 27 He answered, “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Love him with all your strength and
with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 love yourself.’
28 “You have answered correctly,” Jesus replied. “Do that, and you
will live.” 29 But the man wanted to make himself look good.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30 Jesus replie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Robbers attacked him. They
stripped off his clothes and beat him. Then they went away, leaving
him almost dead. 31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at same
roa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32 A
Levite also came by.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too. 33 But a Samaritan came to the place where the man
was. When he saw the man, he felt sorry for him. 34 He went to him,
poured olive oil and wine on his wounds and bandaged them.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He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35 The next day he took out two silver coins. He
gave them to the owner of the inn. ‘Take care of him,’ he said. ‘When
I return, I will pay you back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36
“Which of th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was attacked by robbers?” 37 The authority on the law replied, “The
one who felt sorry for him.” Jesus told him, “Go and do as he did.”
Vocabulary
Robber-강도

Levite-레위인

Samaritan-사마리아인

Wound-상처

Extra expense-추가 비용

Neighbor-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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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What is Samaritan doing? Write the missing letters.
33 But a S________ came to the place where the man was. When he saw
the man, he f___ s____ for him.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34 He w___ to him, p_____ olive oil and wine on his w______and
b_______ them. Then he put the man on his own donkey. He brought him
to an inn and t___ c___ of him.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
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Interpretation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사장(Priest)과 레위인(Levite)이 상처입은 사람 바로
옆을 지나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멈추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혹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어도 그
상처입은 사람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처입은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아무 의미도 아니었겠죠. 그런데 사마
리아인은 그 다친 사람의 곁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다친
사람을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에게 그 사람은 가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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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마리아인이 당시에 무슨 생각하고 있었는 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도 모두를, 어떤 사람이던, 누구이던 상관없이 사랑하기를 원하신
다는 것입니다.
Application
God loves every single person you will ever meet. That's why He sent His only
son Jesus. You can show love to the people you meet! Like maybe in your
school there are some friends who are timid or weak so cannot get along
with the other friends. You can just be like this good Samaritan to them. You
can care for them or you can bandage their wounds by being a good friend
of them. Or maybe there are some friends look and dress different from
anyone else in the school, and no one’s talking to them. That’s a GREAT time
for you to have a lunch with them or to have a conversation with them.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소심하고 약해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돌보아주고, 친구가 되어줌으로서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그 친구들의 다친 마음에 붕대를 감아줄 수 있습니다. 혹은 학교에 다른 친
구들과 생김새가 조금 다르거나 옷을 특이하게 입어서 아무도 대화하기 원하지 않는 친
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거나 대화하는 것 역시 사마리아
인처럼 사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Let’s memorize
Let’s memorize 1 John 4:10 요한일서 4장 10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Here is what love is. It is not that we loved God. It is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give his life to pay for our sins." ” –1 John 4:10 NIRV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31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 요한일서 4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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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셋째주
2017년 2월 19일~25일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33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셋째주
♥ 주제 : 하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해서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열왕기상 8장 56절
♥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열왕기상 8장 12~61절
♥ 오늘의 포인트 :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➊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약속하시나요? (17-19절)
➋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6절)

❸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고 있나요? (58절)

★ 교육활동 - “약속 카드게임”
준비물 – 활동지(부록), 가위
❶ 부록에 있는 카드를 가위로 오려 책상에 뒤집어 놓으세요. (반 친구 모두가 함께하는 활동이에요)
❷ 순서를 정하여 첫 번째 친구가 카드를 뒤집어 보세요.
❸ 서로 짝이 맞을 경우 친구는 카드에 기록된 말씀을 읽고 카드를 가져가면 되요.
❹ 카드를 많이 가져간 친구가 이기게 되요.
➎ 여러번 반복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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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하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해서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열왕기상 8장 56절
♥ 오늘의 포인트 :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로 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열왕기상 8장 12~61절

왕위에 오른 다윗은 자신은 멋지고 화려한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예배 장소인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를 이어 왕이 될 네 아들 때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왕상 8:17-19) 시간이 흐르고 다윗에 이어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가 찾아왔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솔로몬은 백성들을 축복하며
모든 약속을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며
진실한 분이세요. 말씀을 이루어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Q1. 다른 사람과 한 약속을 지키거나 어긴 일이 있다면 이야기 해보세요.

Pray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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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1
with
말씀

역대상 16:7-36

. .

부모님 확인 :

“날마다 감사로 외쳐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7. 그 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감사를 드리게 하였다.
8.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9.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Q. 단어사전
이적 : 기이하고 놀라 운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
내는 일

일들을 전하여라.
10.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
하여라.
11.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12.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
34.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35.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36.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을 받아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은, 아멘으로 응답하고, 주님을 찬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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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 어질고 자비로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with
관찰

1.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그 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동료
들을 시켜 처음으로 하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7-8절)

▢▢를
드리게 하였다.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 ▢.”

“그 날에 처음으로, 다윗이 아삽과 그 동료들을 시켜, 주님께

2. 다윗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가 주님께 감사하며, 뭐라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까? (34-36절)
“ ... 너희는 부르짖어라. 우리

▢▢의 하나님, 우리를 ▢▢하여

주십시오. 여러 나라에 흩어진 우리를 모아서 건져주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며, 주님을

with
생각

with
결심

with
기도

▢▢하며, ▢▢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궤(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 진 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 했어요. 고민 끝에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세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예배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 했어요. 또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외쳐 기도 했어요. 이처럼 하나님
께서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세요.
나는 언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언제 하나님께 찬양하나요? 날마다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 감사하다고 고백하기를 다짐해요. 그리고 다른 노래들
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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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2
with
말 씀 역대상 16:37-43

. .

부모님 확인 :

“나에게 맡기신 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37.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언약궤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그 궤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Q. 단어사전

하였다.

산당 : 예배하는 장소, 산의
정상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여짐

38. 오벳에돔과 그의 동료 예순여덟 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는 문지기로 세웠다.
39.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40.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주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
번제단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하여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41.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42.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은 나팔을 불고 심벌즈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우렁차게 연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두둔의 아들은 문지기로 세웠다.
43.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고,
다윗도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
주려고 왕궁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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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제단 : 제물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
사를 지내는 단
명부 : 특정한 일에 관련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문서

with
관찰

1. 다윗은 날마다 아삽과 동료들을 세워 어디에 머물러 임무를 수행하게 했나요?
(37절)
“다윗은 아삽과 그의 동료들을 주님의
그

▢▢▢ 앞에 머물러 있게 하여,

▢ 앞에서 날마다 계속하여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2. 다윗이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도록 역할을 맡긴이들은 누구인가요?
(41-42절)
“그들과

▢▢과 ▢▢▢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with
생각

다윗은 사람들에게 예배에 필요한 임무를 줬어요. 성전 문지기도 세우고, 제사장
들은 예배를 드리게 하고,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다른 역할들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달란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야 해요.

with
결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일지 고민 해봐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
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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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3
with
말씀

역대상 17:1-15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7.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양 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8.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이 세상
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9.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
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10. 이전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 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네 모든 적을 굴복시키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가
네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겠다는 것을 이제 네게 선언한다.
11. 네 생애가 다하여서, 네가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되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후계자로 세워 그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12. 바로 그가 내게 집을 지어 줄 것이며,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
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13.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네
선임자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었지만, 그에게서는 내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14. 오히려 내가 그를 내 집과 내 나라 위에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15.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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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만군 : 우 주에 존재하 는
모든 것, 만물
억압 :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름
굴복 : 머리 숙이고 꿇어 엎
드림, 복종함
후계자 : 어떤 일이나 사람
의 뒤를 잇는 사람
총애 : 남달리 귀여워하고
사랑함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이미 해주신 것과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한 것은
무엇입니까? (7-10절)
①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으셨고, 원수를 물리쳐 주셨다.
② 다윗의 이름을 빛나게 하실 것이다.
③ 이스라엘 백성이 자리 잡고 살게 하시고 억압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④ 모든 적을 굴복 시키실 것이다.
⑤ 다윗의 집안을 한 왕조로 세우실 것이다.
2.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 중 후계자를 어디에 세워 무엇을 튼튼하게 하겠다고 했나요?
(11-14절)
“오히려 내가 그를 내
그의

with
생각

▢과 내▢▢ 위에 영원히 세워서,

▢▢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게 하겠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매 순간 도와 주셨고,
언제나 함께 하셨다고 말씀 해 주셨어요. 다윗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한 것
같지만,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많은 것
들을 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랬듯,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거예요.

with
결심

내가 잘해서 어떤 일들이 잘 된 것이라고 생각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일들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많은 것들을
해 주실 거예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믿기로 결단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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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4
with
말씀

역대상 17:16-27

. .

부모님 확인 :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한 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6.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기도
하였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
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주셨습니까?
17. 하나님,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18.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19.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을 살피시어,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크나큰 일을 하시고, 이
모든 일을 알려 주셨습니다.
20. 주님, 우리의 귀로 다 들어 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고, 주님 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 ...
25.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이 종의 집안을 한 왕조가
되게 하시겠다고 계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종이 감히 주님께
이러한 간구를 드릴 용기를 얻었습니다.
26. 그리고 이제 주님, 주님께서는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27.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그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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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존귀 :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
영화 : 지위나 신분이 높아져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
남,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리
는 복 된 상태
왕조 : 왕이 직접 다스리는
나라
간구 : 구하는 것을 얻기 위
해 강력하게 매달리는 것

with
관찰

1.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17-18절)

▢▢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아시고, 주님의 종을 ▢▢롭게 해주셨는데, 이 다윗이

“ ...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를

주님께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
2. ‘주님의 종’ 다윗이 주님께 뭐라고 고백하나요? (25-26절)
“그리고 이제 주님, 주님께서는

▢으로 ▢▢▢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with
생각

다윗은 원래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셨어요.
그리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
하심을 인정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땅 위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참 신이신
하나님이 다윗과 우리들의 주님이세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감사 기도하며,
존귀하신 하나님에게 항상 간구했어요.

with
결심

유일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존귀하게 부르셨어요.
나를 귀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존귀하신 주를 매일 찬양할래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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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 요한일서 4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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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넷째주
2017년 2월 26일 ~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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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 주제 : 하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시편 23편 6절

♥ 성경이야기 :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시편 23편 1~6절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닮아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다윗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1절)
②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③ 다윗은 무엇이 자신을 평생 따른다고 하였나요?(6절)

★ 교육활동 - “선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요”
준비물 –활동지 부록, 가위, 펀치, 할핀, 필기도구
① 활동지를 테두리를 따라 오려주세요.
② 1번 원 안에 내 삶에 나타난 선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적어주세요.
ex)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③
④

2번 원을 1번 원과 겹친 뒤 할핀을 이용해 고정시켜주세요.
시계방향으로 돌리며 자신의 판을 읽어주세요.
ex) -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⑤ 매 순간 내게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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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하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시편 23편 6절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닮아가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시편 23편 1~6절

‘선’이란 가장 좋고 올바른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가장 올바르신 분이세요. 선하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바른길로 인도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계명대로 살지 않았고,
더 이상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죗값을 치러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Q1.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지 이야기
해보세요.

Pray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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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1
with
말씀

역대상 18:1-8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승리하는 다윗”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그 뒤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복시켰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주변 마을을 빼앗았다.
2. 다윗이 또 모압을 치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
게 조공을 바쳤다.
3. 소바 왕 하닷에셀이 유프라테스 강 쪽으로 가서 그의 세력을
굳히려 할 때에, 다윗이 하맛까지 가면서 그를 무찔렀다.
4. 다윗은 그에게서 병거 천 대를 빼앗고, 기마병 칠천 명과 보병
이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
데서도 백 필만 남겨 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
버렸다.
5. 다마스쿠스의 시리아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에셀을 도우려고 군
대를 보내자, 다윗은 시리아 사람 이만 이천 명을 쳐죽였다.
6. 그리고 다윗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 주둔군을 두니, 시리아
도 다윗의 종이 되어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느 곳으
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7. 그 때에 다윗은 하닷에셀의 신하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를
다 빼앗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 왔다.
8. 또 다윗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는 놋쇠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물통과
기둥과 놋그릇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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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놋쇠 : 구리에 아연을 넣어 만
든 재료, 성전기구들을 만드
는데 쓰였던 재료.

with
관찰

1. 다윗이 주변 국가를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신지 빈칸을
채워보세요. (6절)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께서 그에게 ▢▢를 안겨 주셨다.”
2.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빼앗아왔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었나요? (8절)

▢▢를 아주 많이
빼앗아 왔다. 이것으로 솔로몬이 바다 모양 ▢▢과 ▢▢과
▢▢▢을 만들었다.”
“또 다윗은, 하닷에셀의 두 성읍 디브핫과 군에서는

with
생각

다윗은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마다 승리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이
정말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빼앗아
온 것들로 성전 기구를 만들기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던 것이
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원하는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with
결심

나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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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2
with
말씀

역대상 18:9-17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다윗의 모습”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9. 하맛 왕 도이는, 다윗이 소바 왕 하닷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10. 그는 자기의 아들 요람을 다윗 왕에게 보내어 문안하게
하고, 다윗이 하닷에셀과 싸워서 이긴 것을 축하하게 하
였다. 하닷에셀은 도이와 서로 싸우는 사이였다. 요람은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든 물건들을 가져 왔다.
11.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구별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
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 온 은 금과 함께,
주님께 구별하여 바쳤다.
12.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이고,
13. 에돔에 주둔군을 두었다. 마침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
14.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공평하고 의로운 법으로 다스렸다.
1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룻의 아들 여호
사밧은 역사 기록관이 되고,
16. 아히둡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17.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었다.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대신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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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주둔군 : 한 지역에 일시적
으로 머물러 있는 군대.

with
관찰

1.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11절)
“다윗 왕은 이것들도 따로

▢▢하여, 에돔, 모압, 암몬 사람,

블레셋 사람, 아말렉 등 여러 민족에게서 가져 온 은 금과 함께,

▢▢께 ▢▢하여 바쳤다.”
2. 다윗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렸나요? (14절)

▢▢▢▢을 다스릴 때에,
그는 언제나 자기의 백성 모두를 ▢▢하고
▢▢▢ ▢으로 다스렸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온

with
생각

다윗은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얻은 물건들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영광을 돌렸어요.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에도 공평하고 정의롭게 다스렸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올바른 왕이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 원해요.

with
결심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내가 되도록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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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3
with
말씀

역대상 19:1-7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다윗의 배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그 뒤에 암몬 사람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2. 다윗은 "하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나도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를 베풀어야겠다" 하고 말하며,
신하들을 보내어, 고인에게 조의를 표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하눈을 조문하러 암몬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3. 그러나 암몬 사람의 대신들이 하눈에게 말하였다. "다윗이 임
금님께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임금님의 부친을 존경하기 때
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이 땅을 두루 살펴서 함락시
키려고, 그의 신하들이 정탐하러 온 것이 아닙니까?"
4. 그래서 하눈은 다윗의 신하들을 붙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어, 양쪽 엉덩이가 드러나게 해서 돌려
보냈다.
5. 조문 사절이 그 곳을 떠나자, 사람들이, 조문 사절이 당한 일
을 다윗에게 알렸다. 조문 사절이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을 당
하였으므로,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맞으며, 수염이 다시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수염이 다 자란 다음에 돌아
오라고 하였다.
6. 암몬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받을 짓을 한 것을 알
았다. 하눈과 암몬 사람들은 나하라임의 시리아 사람과 마아
가의 시리아 사람과 소바에게서 병거와 기마병을 고용하려고,
그들에게 은 천 달란트를 보냈다.
7. 그래서 그들은 병거 삼만 이천 대를 빌리고, 마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다. 그들은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쳤다. 암몬 사람도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모여들어서, 싸울 준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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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조의 : 남의 죽음을 슬퍼함.
조문 : 남의 죽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방문함.
사절 : 나라를 대표하여
외국에 보내지는 사람.

with
관찰

1. 암몬왕 하눈이 조문을 하러 온 다윗의 신하들에게 한 행동이 아닌 것은?(4절)
① 입은 옷 가운데를 도려내었다

② 입은 옷을 벗겨버렸다.

③ 그들의 수염을 깎았다

④ 양쪽 엉덩이를 드러나게 했다.

2.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한 신하들을 어떻게 대했나요?(5절)

▢▢▢,
▢▢이 다시 ▢▢▢까지 여리고에 머물러 있다가,
▢▢이 다 자란 다음에 ▢▢▢▢고 하였다.”

“다윗 왕은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with
생각

다윗이 어려웠을 때,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었던 적이 있기에, 다윗은
그의 아들 하눈에게 은혜 베풀기 원했어요. 다윗은 호의를 베풀기 위해서 신하
들을 보내었는데 암몬 왕 하눈은 신하들을 붙잡아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어요.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한 신하들을 맞이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었고, 여리고
에서 회복하고 올 수 있도록 배려했어요. 다윗은 부끄러움을 당한 신하들의
마음을 알아주었고 감싸주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with
결심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누가 있는지 적어보세요. 다윗처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배려하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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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4
with
말씀

역대상 19:8-19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요압의 고백”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8.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요압에게 전투부대를 맡겨서 출동시켰다.
9. 암몬 사람도 나와서 성문 앞에서 전열을 갖추었으며, 도우러 온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왕들도 각각 들녘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10. 요압은 적의 전열이 자기 부대의 앞뒤에서 포진한 것을 보고, 이

11.
12.
13.
14.
15.

16.

17.

18.
19.

스라엘의 모든 정예병 가운데서 더 엄격하게 정예병을 뽑아, 시리
아 군대와 싸울 수 있도록 전열을 갖추었다.
남은 병력은 자기의 아우 아비새에게 맡겨, 암몬 군대와 싸우도록
전열을 갖추게 하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시리아 군대가 나보다 강하면, 네가 와서 나를 도
와라. 그러나 암몬 군대가 너보다 더 강하면 내가 너를 돕겠다.
용기를 내어라. 용감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
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요압이 그의 부대를 거느리고, 싸우려고 시리아 군대 앞
으로 나아가니, 시리아 군인들이 요압 앞에서 도망하여 버렸다.
암몬 군인들은 시리아 군인들이 도망하는 것을 보고서, 그들
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시리아 군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전
령을 보내어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있는 시리아 군대를 동원시
켰다. 하닷에셀의 부하 소박 사령관이 그들을 지휘하였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거느리고, 요
단 강을 건너서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전
열을 갖추었다. 다윗이 시리아 사람들에 맞서 진을 치니, 그들
이 다윗과 맞붙어 싸웠으나,
시리아는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고 말았다. 다윗은 시리아 병거를
모는 칠천 명과 보병 사만 명을 죽이고, 소박 사령관도 쳐서 죽였다.
하닷에셀의 부하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한 것을 알고서, 다윗
과 화해한 뒤에, 그를 섬겼다. 그 뒤로는 시리아가 다시는 암몬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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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정예병 : 빠르고 용감한 병사

with
관찰

1. 다윗의 부하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한 말은 무엇인가요? (12절)

▢▢▢ 군대가 나보다 ▢▢▢, 네가 와서
나를 ▢▢▢. 그러나 ▢▢군대가 너보다
더 ▢▢▢내가 너를▢▢▢”

“

2. 요압이 고백하고 있는 말을 완성해보세요. (13절)

▢▢를 내어라. ▢▢하게 싸워서 우리가 우리 ▢▢을
지키고, 우리 ▢▢▢의 성읍을 지키자. ▢▢께서 ▢▢

“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with
생각

암몬사람들은 연합군을 만들어서 다윗을 쳐들어왔어요. 다윗은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요압과 아비새에게 전쟁을 맡겼어요. 요압은 동생 아비새에게 서로
서로 도와주며 전쟁을 이겨내자고 했어요. 요압은 이어서 이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고 말했어요. 요압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백한 것이에요.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서로 도와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with
결심

지금 나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나에게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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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째주

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아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고 포근하게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말씀 <시편 103:1-5, 새번역>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2.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3.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4.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5.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채워 주시는 분, 네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OO야, 좋은 아침이야.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이 OO에게 베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자.
OO의 죄를 용서해주시고, OO가 아플 때 고쳐주시는 하나님 임을 잊지 말자.
OO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하루를 보내자꾸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힘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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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째주

1.
2.
3.
4.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자리에 누워서, 친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오늘을 뒤돌아보며 있었던 일을 떠올려보세요.
“OO야,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니?”
- 오늘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재미있었던 순간(또는 속상했던 일)을 이야기 해보세요.
- 하루 동안 다른 이웃을 도와주었던 일이 있다면 이야기 해보세요.
-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적이 있는지 이야기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OO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간을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OO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오늘 하루를 마무리 하며 잠을 자려고 해요. 좋은 꿈을 꾸게 하시고,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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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다

리

타

PLAY
기

아래에 수학문제를 풀어 정답의 숫자대로 사다리를 타보세요.
(1~6 순서로) 단어를 완성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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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 은 글 자 찾 기
아래의 문양기호 가운데 ‘❀’에 색칠하고 숨겨진 글자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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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학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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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 이름 :

초등1부

초등1부

현민
3-2 강
초등1부

3-3 김선우
소년부
친구
들
위드 ~
포토
사진
많이
많
보내주 이
세요~

4-1 박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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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제 목 : 넌 하나님을 만나봤니?
글 : 이승진
그림 : 수아
출판 : 꿈꾸는 사람들

교회는 꼭 나가야 하나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일마다 헌금을
드리는데 십일조는 왜 드리나요? 순종이 왜 중요한가요? 매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믿음 생활이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말해요. 이 책은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다니던 준영이가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차츰 알아가고, 주변 사람
들과의 다양한 사건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소망을
조금씩 키워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교회는 꼭 나가야 하는지,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 순종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궁금증을 준영이와 친구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만나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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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첫째주(2/5)
-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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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둘째주(2/12)
- 사랑 책갈피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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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셋째주(2/19)
- 약속 카드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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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넷째주(2/26)
- 선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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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넷째주(2/26)
- 선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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