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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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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3

3월 추천도서

3월 교육활동지

3월 교육 내용 04

06

18

28

19
20

34

46

07

35

47

56

08

36

48

57

3월 첫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3월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English Bible Study

3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3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58

59

60

61

위드큐티스티커
위드포토 

3월 펀펀 플레이
 가로세로 퀴즈

 숨은글자 찾기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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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내용

♥넷째주♥

 ♥셋째주♥

 ♥둘째주♥

 ♥첫째주♥

3월 교육내용

예수님은 누구신가?

1. 성경말씀을 묵상하며 사순절을 보내요.  

2.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도록 기도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기억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 14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장 5절 )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안에 살기를 약속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 마태복음 4장 23절 )                               

                                                                              

  “하나님의 

어린양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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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째주
2017년 3월 5일~11일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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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나요? (29절)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3절)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시나요? (33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세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세요.  ▷요한복음 1:29-34

♥  오늘의 포인트 :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기억해요.

★ 교육 활동 - “어린양 예수님을 기억해요” 

활동지의 그림을 테두리를 따라 오려주세요. (가운데를 접어서 오리면 편해요)

가운데 접는 선을 따라 접은 뒤 풀로 붙여주세요.

받침대 부분을 둥글게 말아서 테이프로 고정해주세요. (왼쪽 받침대는 앞으로, 오른쪽 

받침대는 뒤로 말아서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책상 혹은 식탁에 두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양이심을 늘 기억해요.

 준비물 – 활동지 부록, 가위, 풀, 테이프

❶ 

❷ 

❸ 

❹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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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우리의 어린양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의미가 있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Q1

Pray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1:29

♥  오늘의 포인트 :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을 기억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세요.▷요한복음1:29-34

어느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머리

위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어린양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제단에 바치는 제물이에요.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본격적으로 하나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예수님은 정말로 

온 세상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오셨음을 늘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들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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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요압 : 다윗의 군대사령관

2017.    .     .날짜 :

그 다음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요압이 병력을 

이끌고 나가서 암몬 사람의 땅을 무찌르고, 더 가서 랍바를 포

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켰다.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금관을 벗겨 왔는데, 달아 보니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다윗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썼다. 다윗은 그 도성에서 

아주 많은 전리품을 약탈하였으며,

그 도성에 사는 백성도 끌어다가, 톱질과 곡괭이질과 도끼질을 

시켰다. 다윗은 암몬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와 똑같이 한 뒤에, 

모든 군인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뒤에 게셀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그 때에 후사 

사람 십브개가 거인족의 자손 십배를 쳐죽이자, 블레셋 사람이 

항복하였다.

또 블레셋 사람과 전쟁이 벌어졌다.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흐미의 창 자루는 

베틀 앞다리같이 굵었다.

또 가드에서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거인이 하나 나타났는데, 그는 

손가락 발가락이 각각 여섯 개씩 모두 스물넷이었다. 이 사람도 

거인족의 자손 가운데 하나이다.

그가 이스라엘을 조롱하므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쳐죽였다.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거인족의 자손인데, 다윗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1. 

2. 

3.  

4. 

5.

6.

7.

8. 

역대상 20:1-8  “계속된 승리소식”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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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돌보시고 보호해주세요. 그런 하나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고백

해야 해요.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마음을 고백해요. 

한줄 기도 :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나의 기도 :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다윗은 언제나 승승장구했어요. 다윗의 나라는 많은 전

투에서 승리하여 강대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많은 영토와 재물이 다윗의 

손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무리 키가 크고 힘센 장병들도 다윗의 군대만 만나면 

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셨기 때

문이에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1. 다윗의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랍바 지역을 함락시켰어요. 
    다윗은 무엇을 했나요? (2절)

  “다윗이 암몬 왕의 머리에서 ▢▢을 벗겨 왔는데, 달아 보니 그 무게가 

   금 한 달란트나 나갔고, 금관에는 보석이 박혀 있었다. ▢▢은 그 금관을 

    가져다가, 자기가 ▢▢.” 

2.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일어난 전투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8절) 

   “이들은 모두 가드에서 태어난 ▢▢▢의 자손인데, 

     ▢▢과 그 부하들에게 모두 죽었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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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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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사탄 : 악한세력의 통치자. 
하나님의 대적자란 뜻

2017.    .     .날짜 :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

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

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 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백 배

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

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

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압이 다윗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

는 사람이 온 이스라엘에는 백십만이 있고, 유다에는 사십칠만이 

있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명령을 못마땅하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은 이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1. 

2. 

3.  

4. 

5. 

6.

 역대상 21:1-6    “어이쿠, 유혹에 빠졌어요”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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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우리에게 사탄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있나요? 이렇게 큐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여러분은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날마다 노력해요. 

한줄 기도 : 매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어요. 저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의 기도 :

하나님과 함께하여 전투마다 승리한 다윗은 점차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마치 자신의 훌륭한 지도력 
덕에 승리했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다윗에게 사탄이 찾아와 유혹했어요. 유
혹에 빠진 다윗은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명했어요.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군사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어요. 전투에서 하나님만 믿고 싸웠던 
다윗이, 이제는 점차 인간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이라는 요압의 충언마저 거절하고 강행했어요. 

 1. 사탄이 다윗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절)

      “사탄이 이스라엘을 ▢▢▢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2. 다윗의 명령에 요압이 반대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을 
    적어보세요. (3절)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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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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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선견자 갓 : 다윗의 궁중에 
있던 예언만 담당하는 사람

2017.    .     .날짜 :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역대상 21:7-17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소서”
with
말 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악하게 보시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선택하여라.
삼 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원수의 칼을 피하여 석 달 동안 
쫓겨 다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퍼지게 하여, 주님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멸하게 할 것인지
를 선택하여라.' 이제 임금님께서는, 나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결정하여 주십시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은 분이시니, 차라리 내가 그의 손에 벌을 받겠
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이스라엘 사람이 
칠만 명이나 쓰러졌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려고 천사를 보내셨다. 그러나 주님
께서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고서, 재앙 내리신 것
을 뉘우치시고, 사정없이 죽이고 있는 그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
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 때에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 곁에 서 있었다.
다윗이 눈을 들어 보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겨누고 있었다. 그래서 다윗은 장로들과 
함께 굵은 베 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 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내가 죄를 짓고 이런 엄청
난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 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야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 나의 하나님! 나와 내 집안을 치시고, 제발 
주님의 백성에게서는 전염병을 거두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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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것 아닌 것으로 보이는 작은 실수 하나, 하지만 다윗은 그 실수로 인해 많은 것

을 잃었어요.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잘못 없는 백성들이 피해를 보게 되

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우리도 하

나님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심해야 해요. 

한줄 기도 : (나의 잘못을 생각하며) 하나님, 저를 용서해주세요. 

나의 기도 :

다윗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은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그 일을 악하게 보시고 벌을 내리셨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

의 잘못을 말하고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벌 가

운데 하나를 선택했어요. 지도자 다윗의 실수로 인해 7만 명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

했어요. 

  1.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이라 말하나요? (8절)

     “내가 이런 일을 하여,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종의 ▢를 

 ▢▢해 주시기를 빕니다. ▢▢▢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2.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벌 가운데,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찾아 자신의 말로 적어보세요. (13절)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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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첫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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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번제 :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
나님께 드리는 예배 (레1:1-
17)

화목제 : 하나님과 서로 화목
한 관계로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드리는 예배 (레 3:1-37)

2017.    .     .날짜 :

주님의 천사가 갓을 시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제단을 쌓아야 한다" 하였다.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말씀을 따라서, 그 곳으로 

올라갔다.

그 때에 오르난은 밀을 타 작하고 있었다. 오르난은 뒤로 돌이키다가 

천사를 보고, 그의 네 아들과 함께 숨었다.

그러나 다윗이 오르난에게 다가가자, 오르난이 바라보고 있다가 

다윗인 것을 알아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

에게 절하였다.

다윗이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이 타작 마당을 나에게 파시오.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소. 내가 주님의 제단을 여기에 쌓으려 하오. 

그러면 전염병이 백성에게서 그칠 것이오."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임금님, 그냥 가지십시오. 높으신 임

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하십시오. 보십시오, 제가, 소는 번제

물로, 타작 기구는 땔감으로, 밀은 소제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오르난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오. 

내가 반드시 충분한 값을 내고 사겠소. 그리고 주님께 드릴 것인데, 

내가 값을 내지도 않고, 그대의 물건을 그냥 가져 가는 일은 하지 

않겠소. 또 거저 얻은 것으로 번제를 드리지도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오르난에게 주고,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주님께 

아뢰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불을 번제단 위에 내려서 

응답하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에게 명하셔서,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하셨다.

그 때에 다윗은, 주님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심을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주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은 주님의 천사의 칼이 무서워, 그 앞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었다.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역대상 21:18-30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다윗”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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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날 수 있어요. 또한, 우리의 잘못으로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소중한 예배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하나님은 다윗에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했어요. 말씀에 순종하여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었어요. 나의 잘못

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때 비로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회복될 수 있어요.

1. 주님의 천사가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말했어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이에요. 이에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19절)
      “다윗은, 갓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을 ▢▢▢, 그곳으로 올라갔다.”

2. 오르난은 다윗 왕을 보고, 자신의 땅과 제물을 공짜로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거절하고 마땅한 값을 충분히 지불했어요. 왜 다윗은 오르난의 제안을 거절
    했을까요? 스스로 생각해보고 적어보세요. (24절)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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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 마태복음 4장 23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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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주
2017년 3월 12일~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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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11

♥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1-11

♥  오늘의 포인트 :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 교육 활동 -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부록에 있는 활동지를 오려주세요.

물이 든 항아리 안에 우리의 죄를 적어보아요.

포도주가 든 항아리를 오려 물이 든 항아리 위에 붙여 주세요.

포도주가 든 항아리의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아요.

선생님과 함께 기도문을 따라 기도해보아요.

준비물 – 활동지(개인용/부록), 필기구, 풀, 가위

➊

❷

❸

❹

❺

가나의 혼례 중 발생한 문제는 무엇이었나요? (3절)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6-10절)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11절)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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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모습 가운데 새롭게 변화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심을 믿으며 기도해요.

Q1.

Pray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능력을 행하셨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sign)’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기 위함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따르게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

신 일과 같아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물론 아주 신기한 일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뜻

은 우리가 감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감탄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기 원하세요. 예수님이 정말로 변화시키

고자 하시는 것은 물이 아닌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

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죄에 묶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에게 자유로운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말이에요.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마음에 모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길 소망해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11

♥  오늘의 포인트 : 우리를 새롭게 하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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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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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번제단 : 희생제물을 잡아 
불태워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단

운반 :  물건 따위를 옮겨 나름

웅장 : 규모 따위가 거대하고 
성대하다

2017.    .     .날짜 :

 그 때에 다윗이 말하였다. "바로 이 곳이 주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 곳이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다."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외국인을 불러모으고, 석수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네모난 돌을 다듬도록 명령하였다. 

그는 또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꺾쇠를 만들 철을 무게를 달 수 없

을 만큼 준비하고, 놋쇠도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이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하였다. 이 백향목은, 시돈 사람

과 두로 사람이 다윗에게 운반하여 온 것이다. 

다윗은 이런 혼잣말을 하였다. "나의 아들 솔로몬이 어리고 연약

한데,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웅장하여, 그 화려한 명

성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

겠다." 그래서 그는 죽기 전에 준비를 많이 하였다. 

1. 

  

2. 

3.  

4. 

5. 

역대상 22:1-5  “지어질 성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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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아주세요.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 하는 열정을 갖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께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제가 되기 원해요.

나의 기도 :

다윗은 성전을 지을 재료들을 참 많이 모았어요. 자신이 성전을 지을 수 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는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길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다윗은 자

신의 최선을 다하여서 헌신하며 성전을 짓기 위해 준비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였어요.

1.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였나요? (2-4절)

     “성전을 지을 네모난 ▢, 대문의 문짝에 쓸 못과 꺾쇠를 만들 ▢,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준비한 ▢▢,  셀 수 없을 만큼 준비한 

         ▢▢▢”

2. 다윗이 이처럼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5절)    

     “주님을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아주 ▢ ▢하여, 그 화려한 ▢ ▢을 

    온 세상에 떨쳐야 하니,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해 두어야 하겠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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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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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규 례  :  일정한  규 칙 과 
정하여진 관례

2017.    .     .날짜 :

(생략)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 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이다.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

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

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와 판단력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

시기를 바란다. 

네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생략)

7.  

8. 

9. 

10. 

11.

12.

13. 

역대상 22:6-19 “다윗의 소원”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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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동

했어요. 나의 마음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나는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나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며 살고 싶어요.

나의 기도 :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그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모두 정복하기를 바라셨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아들 솔로몬을 불러 그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어요. 

1.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한 말을 완성해주세요. (11-12절)

“내 아들아, 이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주 너의 ▢▢▢의 ▢▢을 무사히 건축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부디 주님께서 너에게 ▢▢와 ▢▢▢을 주셔서, 

네가 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23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3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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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서기관 : 율법을 복사(필사)

하거나 연구하여 가르치는 

전문 율법학자

재판관 :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고 

심판하는 권한을 가진 자

문지기 :  문을 지키는 사람

2017.    .     .날짜 :

다윗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늙었을 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모았다. 

서른 살이 넘은 레위 사람의 인구를 조사하였는데, 남자의 

수가 모두 삼만 팔천 명이었다. 

이 가운데 이만 사천 명은 주님의 성전 일을 맡은 사람이고, 

육천 명은 서기관과 재판관이고, 

사천 명은 문지기이고, 나머지 사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생략)

1. 

2.

3.

4.

5.

역대상 23:1-23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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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오늘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쓰임 받는 제가 되기 원해요.

나의 기도 :

늙은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네 가지 

종류의 일을 맡겼어요. 다윗은 성전 일을 맡은 사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재판하는 서기관과 재판관, 성전을 관리하는 문지기, 성전에서 악기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웠어요. 다윗이 이렇게 그들에게 각각의 일을 맡겨준 

이유는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1. 모인 사람 중 서른 살이 넘은 남자 레위인의 수가 모두 몇 명이었나요? (3절)

                                                        ▢만▢천 명  

2. 모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나요? (4-5절)

“이 가운데 이만 사천 명은 주님의 ▢▢ ▢ 을 맡은 사람이고, 육천 명은 

▢▢▢과 ▢▢▢이고, 사천 명은 ▢▢▢이고, 

나머지 사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 쓰려고 만든 악기로 주님을 ▢▢하는 

사람이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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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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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초하루 : 매달 첫째 날

절기 :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

하기 위해 지켜진 날들

2017.    .     .날짜 :

이들은, 각자의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하여 이름이 기록된 

레위의 자손으로서,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스무 

살이 넘은 각 가문의 족장들이다. 

다윗이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를 섬기는 모든 기구를 멜 

필요가 없다." 

다윗의 유언에 따라 스무 살이 넘은 레위 자손을 조사하였다. 

그들의 임무는 아론의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과 뜰과 방을 

보살피고 모든 거룩한 물건을 깨끗이 닦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상 위에 늘 차려 놓는 빵과, 곡식제물의 밀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냄비로 굽는 일과, 반죽하는 일과, 저울질을 

하고 자로 재는 모든 일을 맡았다. 

또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에 주님께 번제를 드리되, 규례에 따라 

정한 수대로, 거르지 않고 항상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맡았다. 

이렇게 그들은 회막과 성소를 보살피는 책임과, 그들의 친족 

아론 자손을 도와 주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책임을 맡았다.

24.

25.

26.

27.

28.

29.

30.

31.

32.

역대상 23:24-32  “새로운 일이 주어졌어요”
with
말 씀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26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 사람들은 새롭게 맡게 된 일들을 감사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시간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나는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요.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해 저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하기 원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이며 살아야 했던 때에는 레위 사람들이 
성막과 그 안의 기구들을 수레에 싣거나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을 맡아서 
해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 성막이나 기구들을 
옮길 필요가 없게 되어요. 그래서 다윗은 레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들을 
맡겨 주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청소하고, 제물을 굽거나 반죽하고, 
찬양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1. 레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성막과 그 안의 모든 기구를 옮기기 위해 어깨에 

    멜 필요가 없어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25절)   

   “주 이스라엘의 ▢▢▢께서 그의 백성에게 ▢▢을 

    주시고, ▢▢▢▢에 영원히 계실 것이므로”                 

 2.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지면서 레위 사람들이 새롭게 하게 된 일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28-32절)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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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과 뜰과 방 보살피기 기구를 어깨에 메기
성전 어지럽히기 거룩한 물건 닦기
빵을 냄비로 굽기 성전 더럽히기

성막 옮기기 저울질하기

감사와 찬송을 드리기 밥 먹지 않기



28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11.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12.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

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13.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

하더니 14.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15.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

지를 치게 하였는데 16.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

는 자가 없는지라 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18.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

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20.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2. 아버

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

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

고 즐기자 24.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Forgiveness—deciding that someone who has wronged you doesn't have to pay
누가복음 15장 11-24절 / Luke 15:11-24 (NI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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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esus continued, “There was a man who had two sons. 12. The 

younger son spoke to his father. He said,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family property.’ So the father divided his property between 

his two sons. 13. “Not long after that, the younger son packed up 

all he had. Then he left for a country far away. There he wasted 

his money on wild living. 14. He spent everything he had. Then 

the whole country ran low on food. So the son didn’t have what 

he needed. 15. He went to work for someone who lived in that 

country. That person sent the son to the fields to feed the pigs. 

16. The son wanted to fill his stomach with the food the pigs were 

eating. But no one gave him anything. 17. “Then he began to think 

clearly again. He said, ‘How many of my father’s hired servants 

have more than enough food! But here I am dying from hunger! 

18. I will get up and go back to my father. I will say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I have sinned against you. 19. I 

am no longer fit to be called your son. Make me like one of your 

hired servants.” ’ 20. So he got up and went to his father.“While the 

son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He was filled with 

tender love for his son. He ran to him. He threw his arms around 

him and kissed him. 21 “The son said to him,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heaven and against you. I am no longer fit to be called your 

son.’ 22. “But the father said to his servants, ‘Quick! Bring the best 

robe and put it on him. Put a ring on his finger and sandals on 

his feet. 23. Bring the fattest calf and kill it. Let’s have a feast and 

celebrate. 24. This son of mine was dead. And now he is alive again. 

He was lost. And now he is found.’ So they began to celebrate.

누가복음 15장 11-24절 / Luke 15:11-24 (NI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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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What is the father doing? Write the missing letters. 

20. “While the son was still a long way off, his father saw him. He was filled 

with _______love for his son. He ___ to him. He _____ his arms around 

him and ______ him.

20.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

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쉬운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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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

쌌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습니다.

Property-재산                                                  Stomach-위, 배

Hired-고용된                                                    Tender-상냥한, 다정한, 애정어린

Robe-예복

Vocabul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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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는 돈도, 친구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했던 일은 어리석은 일 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둘째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용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께서는 둘째아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해주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합니다. 

Every single person who has ever lived has messed up and needs God's 

forgiveness. That’s you. That’s me. It’s everyone you meet. If you’ve ever 

stretched the truth, you need forgiveness. If you’ve ever wanted something 

your friend had that you didn’t have, you need forgiveness. If you’ve ever 

disobeyed, you need forgiveness. If you’ve ever selfishly refused to share, you 

need God's forgiveness. We ALL need forgiveness. And that’s exactly what 

the younger brother learned.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둘째아들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거짓된 말을 했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탐했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불순종했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이기적으로 거절 했다면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는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Let’s memorize Colossians 3:13 골로새서 3장 13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Put up with one another. Forgive one another if you are holding something 

against someone. Forgive, just as the Lord forgave you”  

                                                                                               - Colossians 3:13, NIrV -

Interpretation

Let’s memoriz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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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 마태복음 4장 23절 -                             

                                                                              



33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3월 셋째주
2017년 3월 19일~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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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교육활동 - “예수님 연필꽂이 만들기”

 준비물 – 활동지(별지), 가위, 풀, 종이컵(대)  

  ❶ 활동지(별지)를 가위로 오려주세요.  

  ❷ 활동지의 컵 안에 ‘오늘의 말씀’을 적어주세요.    

  ❸ 준비한 종이컵 겉면에 활동지를 붙여주세요.  

  ❹ 완성된 종이컵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볼때마다 말씀을 생각해보아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요한복음 4:6-26

♥ 오늘의 포인트 :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제 육시’는 오늘날 정오 12시입니다.이 시간에 여인은 왜 우물에 왔을까요? (6-7절)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는 누구를 가리키나요? (10절)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➊

➋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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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내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언제나 넘치도록 기도해요.

Q1.

Pray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 오늘의 포인트 :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요한복음 4:6-26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뜻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어요. 물을 찾기 위해 이곳

저곳 걸어 다닌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이에요. 가족도, 친구들도 결코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로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어요. 이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과 달라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셨음을 깨달을 때 우리 마음

속에, 구원의 기쁨이 생수같이 흘러넘쳐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를 구원해주시고,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기쁨이 생수처럼 흘러넘치게 되기를 소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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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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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제사장 : 제사장은 하나님
께 제사 드리기 위해 특별
히 구별된 사람

직무 : 담당자에게 맡겨진 
임무, 일

규례 : 일정한 규칙, 하나
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명
령하신 법

2017.    .     .날짜 :

그 아론 자손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다. 

다윗은,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함께 아론 자손의 갈래를 만들어서, 그들이 할 일에 따라 직무를 

맡겼다. 

엘르아살 자손 가운데서 족장이 될 만한 사람이 이다말 자손

에서보다 더 많았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을 그 가문을 따라 

열여섯 명의 족장으로, 그리고 이다말 자손은 그 가문을 따라 

여덟 명의 족장으로 나누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지도자들이 엘르아살 자손과 이

다말 자손 가운데 모두 다 있으므로, 이 두 가문을 제비 뽑아, 

공평하게 갈래를 나누었다.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지도자들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 가문의 지도자들이 지켜 보는 앞에서, 엘르아살과 이다

말 가문 가운데서 한 집씩 제비를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

하였다. 

(생략)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생략)

1.

2.

3.

4.

5.

6.

19.

역대상 24:1-31  “하나님의 뜻대로”
with
말 씀



37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제사장들은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했지요. 우리도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열심히 살아가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 이다말 가문으로부터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엘르아살, 이다말 가문에서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지도자들을 

임명 했어요. 제사장들은 총 24가족으로 나뉘는데(24:7-19) 그들의 역할에 

따라서 할 일들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일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대로 열심히 일 했어요.

1. 아들이 없었던 나답과 아비후는 먼저 죽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제사장이 
    되었나요? (2절)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들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과  ▢▢▢이 제사장이 되었다.”
                                                            

2.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디서, 어떻게 직무를 수행했나요? (19절)

   “그들은 하는 일에 따라 주님의 ▢▢에 들어가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론을 시켜서 지시하신 ▢▢대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2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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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대가 : 능력이 뛰어난 사람, 
어떤 일을 뛰어나게 잘 하는 
사람

2017.    .     .날짜 :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즈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이 직무를 맡은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아삽의 아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이다. 이 아삽의 

아들들은 왕의 지시에 따라, 아삽의 지도를 받고 신령한 노래를 

불렀다.

여두둔의 가문에는, 여두둔의 아들인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

야와 하사뱌와 맛디디야, 이렇게 여섯이 있다. 그들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언하는 그들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다. 

헤만 가문에는 헤만의 아들인 북기야와 맛다니야와 웃시엘과 

스브엘과 여리못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 있다. 

이들은 모두 왕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이다. 그의 뿔을 높이 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열네 

아들과 세 딸을 주셨다. 

이들은 모두 그들의 아버지의 지도를 받으며 심벌즈와 거문고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의 성전에서 노래를 불렀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맡은 일을 할 때에, 왕과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의 지도를 

받았다. 

이들과 이들의 친족의 수는 모두 이백팔십팔 명이다. 이들은 

모두 주님을 찬양하는 법을 배운, 능숙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제비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첫째로 제비 뽑힌 사람은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 아들과 형

제 열두 명,） 둘째는 그달리야와 그 형제와 아들 열두 명, 

(생략)

1.

2.

3.

4.

5.

6.

7.

8.

9.

 역대상 25:1-31  “달란트를 사용해요”
with
말 씀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38



작지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잘하고 못함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세요. 하나님

께서 주신 달란트를 열심히 찾아 개발하기로 다짐해요. 

한줄 기도 :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게요.

나의 기도 :

다윗은 사람들에게 예배에 필요한 임무를 줬어요. 특별히 예배 인도자들을 세워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어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다른 역할

들을 맡기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든 작든 달란트(재능)를 분명히 주셨

어요. 우리가 그 달란트를 사용해야 더욱 개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

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얼마나 내가 뛰어난지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 모두 내가 가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 보아요.

 1.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어떤 자손들을 뽑아 어떤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나요? (1-2절)

   “다윗과 군대 지도자들은, ▢▢과 ▢▢과▢▢▢의  

      자손들을 뽑아 세워, 수금과 거문고와 심벌즈로 ▢▢▢노래를 부르는 

       직무를 맡겼다...”      

2.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의 직무는 어떻게 나누었나요? (8절)

 “이들이 ▢▢를 뽑아서 책임을 맡을 때에는, 대가나 초보자나, 스승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구별을 두지 않았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39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3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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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가문 : 조상이 같은 집단

2017.    .     .날짜 :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므셀레먀와, 

므셀레먀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

바댜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내이다.

오벳에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잇사갈과, 여덟째 브울래대이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

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유능한 사람이다.

(생략)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생략)

1.

2.

3.

4.

5.

6.

7.

12.

13.

역대상 26:1-19 “성전 문지기”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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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뻐하세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의 성전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래요.  

나의 기도 :

성전 문지기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일을 맡아서 

했어요. 우리는 문을 지키는 사람의 역할이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주님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서의 1,000일 

보다 낫고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고 

말해요.(시84:10) 이처럼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위하는 일은 모두 소중한 일이에요. 

1. 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오벳에돔에게 왜 복을 주셨을까요? (대상 13:14 개역개정 참고) 

“▢▢▢의 ▢가 오벧에돔의 ▢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벧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대상13:14)”

2.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겼나요? (12절)     

    “이 문지기 갈래의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을   

   ▢▢▢ 임무를 맡겼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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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셋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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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곳간 : 각종 물건을 넣어두는 
방 또는 집

성물 : 등대, 지성소의 법궤 
등을 포함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성별된 제물

2017.    .     .날짜 :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생략)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별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이스할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 하사뱌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천칠

백 명이 요단 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야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사십 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스엘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그의 친족 이천칠백 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20. 

26.

27.

28.

29.

30.

31.

32.

역대상 26:20-32 “하나님의 일을 담당한 사람들”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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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위한 일이 크고 대단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등도 하나님의 일이

에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보고 실천

해보아요.

한줄 기도 : 저도 항상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구별하여 시간을 드릴래요.

나의 기도 :

다윗은 하나님의 예배를 맡은 자, 성전 문지기, 찬양하는 자들을 세웠어요. 
또한 성물을 보관해 두는 성전 창고의 책임을 맡는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리와 재판관을 세웠어요. 이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국가의 일을 담당
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지도자는 하나님을 
위해 있고, 하나님에 의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일이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어요. 하나님께 구별하여 성물을 바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그들의 시간을 바쳤어요.

1. 성물은 어떤 물건입니까? (26절)
    “ ...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하여 ▢▢물건들이다.”

2. 다윗 왕이 용사들을 관리자로 세워 무엇을 담당하게 했나요? (31-32절)
    “... 다윗 왕이 그들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의 모든  ▢과  ▢의  ▢을 담당하게 하였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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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 마태복음 4장 23절 -                             

                                                                              



 3월 넷째주
2017년 3월 26일 ~ 4월 1일

45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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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나눔(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 교육활동 - “Jesus Bingo! (빙고게임)”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 하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무엇으로 비유 하셨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비유 했나요? (5절)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가요? (12절) 

①

②

③

활동지 속 빙고판에 제시어를 무작위로 섞어 쓰세요.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자신의 빙고판 속 제시어를 말하세요.

해당 제시어가 있을 때, 표시를 해둬요.

가로, 세로, 대각선 빙고가 완성 될 때마다 자신의 포도 알에 색칠해요.

포도를 먼저 완성하면 승리!! 

준비물 –활동지(별지), 펜, 색연필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세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요한복음 15:5

♥ 성경이야기 :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15:1-17

♥ 오늘의 포인트 :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안에 살기를 약속해요.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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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요.  

Q1.

Pray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 ▹요한복음 15: 5

♥ 오늘의 포인트 :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안에 살기를 약속해요.

♥ 오늘의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세요. ▹요한복음 15:1-17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비유로 말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
나무’라고 하시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살지 않으면, 아무것
도 할 수 없어요. 그분의 도움 없이는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살아야 해요.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친밀
한 관계로 초대하세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친밀해 질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기도, 
말씀 묵상, 찬양함을 통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위드지, 봉
사, 전도 등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며 사귐의 시
간을 보낼 때,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수님 안에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친구들이 되기로 약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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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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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영도자 : 앞장서서 이끌고 지
도하는 사람

실록 : 한 임금이 다스리는 동
안 모든 사실에 대한 기록

2017.    .     .날짜 :

(생략)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 지파의 영

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고, 시므온 지파의 영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댜이고,

레위 지파의 영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뱌이고, 아론 지파의 

영도자는 사독이고,

유다 지파의 영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이고, 잇사갈 지파의 

영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이고,

스불론 지파의 영도자는 오바댜의 아들 이스마야이고, 납달리 

지파의 영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못이고,

에브라임 지파의 영도자는 아사시야의 아들 호세아이고,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브다야의 아들 요엘이고,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쪽 지파의 영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잇도

이고, 베냐민 지파의 영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아시엘이고,

단 지파의 영도자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다. 이들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영도자이다.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만큼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스무 살 이하의 사람 숫자는 조사하지 

않았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인구조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일 때문에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끝마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인구조사 결과가 다윗 왕의 실록에 기록되지 못하였다.

16. 

17.

18.

19.

20.

21.

22.

23.

24.

역대상 27:1-24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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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내가 되기로 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제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기쁜 것이 되기를 원해요.

나의 기도 :

한 나라의 왕이 각 지파를 지도할 사람을 세우고, 백성들의 수를 세는 일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작한 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가 있었어요. 다윗은 백성들의 수를 통해 자신이 

가진 군사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군대의 

크기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지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우리들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하세요.

 1. 다윗이 이스라엘 각 지파에, 백성들을 이끌고 지도하도록 세운 사람은 
     누구인가요?(16절)       

                                     ▢▢ ▢

2.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인구조사를 끝마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24절)

   “주께서 이 일 때문에  ▢▢ ▢▢에게  

                                                           ▢▢ 하셨기 때문이다.”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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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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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고문 : 해당 분야의 경험 있는 
전문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하
고 조언하는 직책

사리 : 사물의 정당한 도리

2017.    .     .날짜 :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웻은 왕의 곳간을 맡고, 웃시야의 아들 

요나단은 들녘과 성읍과 마을과 요새에 있는 곳간을 맡았다.

글룹의 아들 에스리는 밭에서 일하는 농민을 관리하였다.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관리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서 포도주 곳간을 관리하였다.

게델 사람 바알하난은 평야의 올리브 나무와 뽕나무를 관리

하고, 요아스는 기름 곳간을 관리하였다.

샤론 사람 시드래는 샤론에서 기르는 소 떼를 관리하고, 

아들래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소 떼를 관리하였다.

이스마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관리하고, 메로놋 사람 예드야

는 나귀를 관리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 떼를 관리하였다. 이들이 다윗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다윗의 삼촌 요나단은 고문이며 서기관이다. 그는 사리에 밝은 

사람이다.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을 돌보았다.

아히도벨은 왕의 고문이고, 아렉 사람 후새는 왕의 친구가 

되었다.

브나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후임자가 

되고, 요압은 왕의 군대 총사령관이 되었다.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역대상 27:25-34 “각기 다른 자리로 부르셨어요”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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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 다르고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자리는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맡겨주신 자리를 사랑하는 제가 되고 싶어요. 

나의 기도 :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자리에서 다윗을 도왔어요.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부터 왕자들을 돌보는 사람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맡겨진 일의 

모양은 모두 다르지만 소중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했지요.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각기 다른 자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서로 다른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

하시는 분이세요. 

 1. 다윗의 신하들에게 맡겨진 자리와 관련 있는 단어를 찾아 모두 색칠해보세요. 
     (25-34절)     

안경 곶간 양 지우개

포도원 사과 코끼리 올리브 나무

우물 뽕나무 낙타 포도주

나귀 거울 도마뱀 기름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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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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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언약궤 :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넣은 상자

영도자 :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

성소 :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2017.    .     .날짜 :

(생략)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형제와 백성 여러분, 나의 
말을 들으시오. 나는 우리 하나님의 발판이라 할 수 있는 주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너는 군인으로서 많은 피를 흘렸으므로,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의 온 가문에서 나를 왕으로 
택하여, 이스라엘을 길이길이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유다를 영도자로 택하시고, 유다 지파의 가문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의 
가문을 택하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아들 가운데서 기꺼이 나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나에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가운데서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여, 주의 나라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 그가 나의 성전을 
짓고 뜰을 만들 것이다. 내가 그를 나의 아들로 삼으려고 선택하였으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가 지금처럼 나의 계명과 나의 규례를 힘써 지키면, 나는 그의 
나라를 길이길이 굳게 세워 줄 것이다.'
이제 여러분은 온 이스라엘, 곧 주의 회중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들으시는 가운데서, 주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열심히 따르고 지키십시오. 그러면 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땅을 여러분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주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네가 그를 찾으면 너를 만나 주시겠지만, 네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주께서 성소가 될 성전을 짓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신 사실을 명심하고, 
힘을 내어 일을 하여라."
(생략)

2.

3.

4.

5.

6.

7.

8.

9.

10.

 역대상 28:1-21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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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봅시다.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린이가 되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온전하고 기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다윗은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군인으로서 흘린 피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일을 속상해하지 않고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온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준비했던 다윗은 솔로몬

에게도 같은 마음을 부탁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하고 기쁜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1.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3절)

        “ ▢▢으로서 많은 ▢를 흘렸기 때문이다.”

2. 빈칸을 채워서 말씀을 완성해주세요. (9절)     

    “나의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을 바로 알고, 

     ▢▢▢ 마음과 ▢▢ 마음으로, ▢▢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여라.”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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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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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확인 :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존귀 : 지위나 신분이 높고 귀함

2017.    .     .날짜 :

(생략)

그래서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주를 찬양하였다. "주 우리 조상 이스

라엘의 하나님, 길이길이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

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바쳤을 뿐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민에 불과

하며,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이 마치 그림자와 같아서,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주의 성전을 건축하

려고 준비한 이 모든 물건은,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니, 모두 다 주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주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정직한 사람을 두고 

기뻐하시는 줄을 제가 압니다. 나는 정직한 마음으로 기꺼이 이 모든 것

을 바쳤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주의 백성이 주님께 기꺼이 바치는 

것을 보니, 저도 마음이 기쁩니다.

주,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백성이 마음 

가운데 품은 이러한 생각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도록 지켜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항상 주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솔로몬에게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율

례를 지키고,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며, 내가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생략)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역대상 29:1-30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with
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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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이세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다윗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가 

                 되길 원해요.

나의 기도 :

다윗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된 모든 것 또한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했지요. 

다윗은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다윗은 

백성과 아들 솔로몬 또한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원했어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그 사실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1.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말을 완성해보세요. (11절)

 “위대함과 ▢▢ 과 ▢▢ 과 ▢▢ 와 ▢▢ 가 

    모두 주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 도 주의 것입니다.”

2. 다윗은 백성과 솔로몬의 마음이 어떠하기를 기도하나요? (18-19절)    

    “주의 백성의 마음이 항상 ▢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또 나의 아들 ▢▢▢에게 ▢▢▢ 마음을 주세요.”

with
관 찰

with
생 각

with
결 심

with
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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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주

1.

2.

3.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아래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을 다 읽고 포근하게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말씀 <시편 42:8-11, 새번역>

8. 낮에는 주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밤에는 찬송으로 나를 채우시니, 나는 다만 

살아 계시는 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한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날을 보내야만 합니까?" 

10.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 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1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OO야,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그거 아니?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아빠 아버지야.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우리 하나님이야.

시편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놀릴 수도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OO(이)와 항상 함께 하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우리의 아빠되신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하고 찬양하자. 오늘도 걱정 하거나 두려워

하지 말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하루가 되렴. 

오늘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OO(이)와 함께 하실 거야. 

OO아(야)! 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보내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OO(이)를 지켜 주실 줄 믿어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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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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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고린도전서 13:4-13, 새번역>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생략)

13.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OO(이)를 너무 사랑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해요. 돌아

보니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주시며, 사랑의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래참고, 온유하고, 자랑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 모습도 있었음을 고백해요. 용서해주시고, 우리

에게 더 큰 사랑을 허락해 주세요.  

이제 우리 OO(이)가 잠자리에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복하고 달콤한 잠에 들게 

해주시고, 깊은 잠으로 몸과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사랑 할 수 있는 OO(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실 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PLAY

<세로퍼즐>
1)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무엇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했나요?(요1:29)
2) 아들을 낳기 위해 울며 기도했던, 사무엘의 어머니는 누구인가요?(삼상1:20)
3)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마을은 어디 인가요?(요2:1)

<가로퍼즐>
1) 예수님이 오시기 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고 외쳤던 선지자는 누구인가요?(마3:1)
2)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을 무엇이라 표현하나요?(요4:12)
3) “나는 OOOO이요 너희는 가지라”(요15:5)      

<정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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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세 로 퀴 즈

1) 2)

2)

3)

3)

1)2)

2)

3)

3)

세

포

상 조

죄

례

도

요

나

가

한

무

나



찾 기글 자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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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수 예 을 님 수 기

예 예 님 예 예 님 수

수 님 수 님 수 예 예

예 수 예 님 예 수 님

사 예 님 수 예 님 종

나 규 예 님 수 강 길

행 실 나 수 은 시 도

3월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에요

아래의 표에서 ‘예’, ‘수’, ‘님’ 글자를 찾아 색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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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학년       반 

이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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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1부

  초등2부
   소년1부

초등2부

 5-7 박민정

    3-5 최준희     3-12 이한결 

    3-14 김도윤

          부        학년       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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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초등학생이 꼭 읽어야 할) 어린이 천로역정

글 : 존 버니언

그림 : 고수정 

출판 : 두날개

<천국도시를 향해 떠나는 용감한 모험 이야기>

성경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천국은, 천국도시는 꿈꾸는 

사람들의 것이에요. 이 책속의 주인공 크리스천은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누군가 전해준 책을 읽고 천국도시를 향해 모험을 떠나요. 천국도시를 향한 모험

은 가슴 두근거리는 신나는 일들도 있지만, 위기에 빠져서 힘든 일도 있어요. 모

험 중에 실수도 있고, 시행착오도 겪을 수 있어요. 그 어떤 모험보다 힘겨울 수 있

지만, 굳은 의지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내 모험을 잘 완수해요. 결국 하나님 

덕분에 어려운 길들을 승리하며 걸어갔어요. 주인공을 통해 천국도시는 꿈꾸는 

자에게 언제나 문이 열려있다는 희망을 전해줘요. 우리도 천국도시를 꿈꾸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친구들도 다 함께 천국도시로 떠나는 모험을 시작해

볼까요?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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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첫

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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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주(3/12) 

 -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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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둘째주(3/12)

 -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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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셋째주(3/19)

- 예수님 종이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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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넷째주(3/26)

- JESUS BI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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