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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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교육 내용

☻

4월 첫째 주

04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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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둘째 주
분반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18
19
20

☻ English Bible Study
☻

28

4월 셋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

34
35
36

4월 넷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

46
47
48

4월 다섯째 주
분반 모임 Memory Time
가족과 함께하는 Sweet Time
어린이 QT God’s Time
아침에 나누는 Morning Time
잠자기 전 나누는 Bed Time

☻

4월 펀펀 플레이

70
71

십자가 미로찾기
호산나 색칠하기

☻

58
59
60
68
69

위드큐티스티커
위드포토

72

☻ 4월 추천도서
☻ 4월 교육활동지

74

7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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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교육내용

예수님은 누구신가?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요한복음 11장 25-26절 )

♥첫째주♥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둘째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셋째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넷째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분이세요”
♥다섯째주♥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세요”

실천
내용
4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 누가복음 19장 5절)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요한복음 11장 25-26절)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해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복음 24장 15-16절)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장 20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1. 고난주간(4/10-15)동안 예수님을 생각하며 미디어를 절제해요.
2.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보아요.

4월 첫째주
2017년 4월 2일~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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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 송구절
“예수께서 그 곳에 이르사 쳐다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누가복음 19:5

♥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세요. ▷누가복음19:1-10
♥ 오늘의 포인트 :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2절)
② 삭개오가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3-4절)
③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가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8절)

★ 교육 활동 -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준비물 – 활동지 부록, 가위, 칼, 필기도구, 색연필
❶ 동그라미 안에 자신의 얼굴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가위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❷ 오른쪽 네모를 왼쪽 네모의 가위선을 낸 곳에 지그재그로 끼워주세요.
❸ 하늘색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고, 내가 만약 삭개오였다면 예수님이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지 생각해서 적어보아요.
❹ 하늘색 칸에 적은 것을 큰 소리로 읽고, 지그재그로 끼운 종이를 아래로 움직여
나무 위의 내가 나무 아래로 내려오도록 해요. 색칠을 하며, 오늘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신다면 내 마음이 어떨지 서로에게 나누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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ℌṙᵝ
여리고는 헤롯 왕궁이 있던, 팔레스틴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
시였어요. 그 곳에 세리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세리는 로마의 세금을 걷는 정부
관리를 말해요.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라는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런데 세리들은 원래 정해진 금액보다 많은 돈을
거두어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을
맡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날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기위해
나무위로 올라갔어요. 그런 삭개오를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보잘것없는 죄인인 자신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삭개오는 자신을 찾아와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몸 둘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어요. 제가 나쁘게 번 돈은 4배로 돌려주겠어요.”
삭개오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고 미워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나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사람의 친구는 되고 싶지 않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던 삭개오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 새롭게 살아가요. 그리고 예수님
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 외로운 이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요.

토론하기
Q1 삭개오와친구되신예수님을생각할때,나는다른친구에게무엇을할수있을까요?
Pray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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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1
with
말씀

역대하 1:1-17

. .

부모님 확인 :

“솔로몬의 소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자기의 왕위를 튼튼히 굳혔다. 주 하나님
께서 그와 함께 계시며, 그를 크게 높여 주셨다.
2. 솔로몬은 온 이스라엘,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각 가문의 족장들을 불렀다.
3. 솔로몬은 온 회중을 데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는데, 거기
에는 하나님의 회막, 곧 주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회막이
있었다.
(생략)
6. 솔로몬은 거기 주님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가,
번제물 천 마리를 바쳤다.
7. 그 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나에게 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8. 솔로몬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9. 큰 은혜를 베푸셨고, 또한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 이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땅의 티끌 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10. 이제 지혜와 지식을 나에게 주셔서, 이 백성을 인도하게 하여 주
십시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11.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소원이 그것이구나.
부와 재물과 영화를 달라고 하지 않고, 너를 미워하는 자들의 목
숨을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래 살도록 해 달라고 하지도 않고, 오직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아 맡긴 내 백성을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니,
12. 내가 지혜와 지식을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화도
주겠다. 이런 왕은 네 앞에도 없었고, 네 뒤에도 다시 없을 것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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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산당 : 당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번제단이 있던 장소
영화 : 귀하게 되어서 몸이
세상에 드러나고 이름이 빛
나는 것

with
관찰

1.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소원을 묻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소원을 빌었나요? (7-10절)
① 많은 재산
② 장수
③ 명예와 권력
④ 지혜와 지식

2.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요? (12절)

with
생각

여러분이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행복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
었어요.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
나님께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말했어요. 그런 솔로
몬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 없을 것이
라고 말씀 하셨어요. 우리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솔로몬을 하나님은 도와주셨어요.

with
결심

with
기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언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싶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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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2
with
말씀

역대하 2:1-18

. .

부모님 확인 :

“성전을 짓는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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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2.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칠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팔만 명, 그들
3.

4.

5.
6.

7.

8.

9.

을 감독할 사람 삼천육백 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
목을 보내 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
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놋쇠와 쇠를 다룰 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
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
시켜 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재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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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선친 :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

with
관찰

1.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의 궁궐을 짓기 위해 몇 명을 뽑았나요?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숫자를 넣어보세요. (1-2절)
“...짐꾼

▢

▢
▢▢▢ ▢

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그들을 감독할 사람

만 명,

명을 뽑았다.”

2. 솔로몬이 말한 다짐과 다른 내용은? (4절)
①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겠습니다.
② 하나님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겠습니다.
③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번제물을 바치겠습니다.
④ 모든 이스라엘이 지키지는 않아도 됩니다.

with
생각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전문가,
노동자들을 여러 나라에서 찾았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이
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원했던 성전건축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한 계획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의 마음으로 앞길을 계획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16:9)

with
결심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그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래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의 걸음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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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3
with
말씀

역대하 3:1-17

. .

부모님 확인 :

“성전의 규모”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
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
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 곳을 성전
터로 잡아놓았다.
2.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사 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이틀이었다.
3.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예순 자, 너비가 스무 자이다.
4.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 자이고, 높이는 백스
무 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5.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
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6.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르와임
에서 들여온 금이다.
7. 그는 성전 안의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8.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스무 자이
고, 너비도 스무 자이다. 육백 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9.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오십 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
로 입혔다.
10. 그는 지성소 안에 두 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생략)
16.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백 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17.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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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자 : 길이 치수
(규빗은 44.5cm~52cm)

with
관찰

1.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소인 ‘모리아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절)
※ 창세기 22장 1~19절을 읽고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2. 성전 본관 앞에 세운 두 기둥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17절)
“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

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

▢

라고 불렀다.”

with
생각

역대하 3장은 성전의 규모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었고,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최상의 재료, 최고의 가치를 성전에 담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항상 최고의 것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with
결심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최우선이길 결심해요. 가장 좋은 마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길 소망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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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4
with
말씀

역대하 4:1-22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성전의 기구”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솔로몬이 놋으로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길이가 스무 자이고, 너비가
스무 자이고, 높이가 열 자이다.
2. 그 다음에 후람은 또 놋쇠를 부어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었는데, 그
바다 모양 물통은, 그 지름이 열 자, 높이가 다섯 자, 둘레가 서른 자이고,
둥근 모양을 한 물통이었다.
3. 그 가장자리 아래로는 돌아가면서, 놋쇠로 만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들은 놋쇠로 바다 모양 물통을 만들 때에, 두 줄로 부어서 만든
것이다.
4. 또한 열두 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세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세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5. 그 놋쇠로 된 바다 모양 물통의 두께는 손 너비만 하였다. 그 테두리는
나리꽃 봉오리 모양으로, 잔의 테두리처럼 둥글게 만들었다. 그 용량은
물을 삼천 말 정도 담을 수 있는 것이었다.
6. 솔로몬은 또 씻을 물을 담는 대야 열 개를 만들어서, 다섯은 오른쪽에
두고, 다섯은 왼쪽에 두어, 번제물을 씻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바다 모양 물통에 담긴 물은 제사장들이 씻을 물이었다.
7. 그는 또 금등잔대 열 개를 규격대로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8. 그는 또 상 열 개를 만들어서 본당 안에 두었는데, 다섯은 오른쪽에,
다섯은 왼쪽에 두었다. 그는 또 금쟁반 백 개를 만들었다.
9. 그는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을 만들고, 큰 뜰 대문에는 문짝들을
만들어서 달고, 놋쇠를 입혔다.
10. 바다 모양 물통은 성전의 오른쪽 동남쪽 모퉁이에 두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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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후람 : 두로의 왕

with
관찰

1. 아래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4절)
“또한 열두 마리의 놋쇠 황소가 바다 모양 물통을 떠받치고 있는데,

▢ 마리는 북쪽을 바라보고, ▢마리는 서쪽을 바라보고, ▢ 마리는
남쪽을 바라보고, ▢마리는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등으로 바다 모형을
떠받치고 있었다. 황소는 모두 엉덩이를 안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2. 성전에 필요한 기구가 아닌 것은?
① 놋 제단 (1절)
② 바다 물통과 물을 담는 대야 (2-6절)
③ 은 등잔대 (7절)
④ 상 (8절)
⑤뜰 (9-10절)

with
생각

with
결심

with
기도

이제 솔로몬은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바로 놋제단,
물통과 대야, 금등잔대, 상, 뜰, 그리고 금 장식구 등입니다. 아름답고 웅장하게
만들고 모든 장식구들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이 만든 성전기구의
양이 많아서 정확한 개수(무게)를 알지 못한다고 만큼 솔로몬은 많이 준비했습
니다. 하나님께 드릴 성전을 정성껏 준비하고 노력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생각
해보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삶과 예배를 정성껏 준비하겠습니다.

한줄 기도 :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겠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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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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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둘째주
2017년 4월 9일~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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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 송구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13
♥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요한복음 12:12-19
♥ 오늘의 포인트 :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사람들은 어떤 소문을 들었나요? (12절)

②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했나요? (13절)

③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에 관하여 미리 기록되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14-16절)

★ 교육 활동 - “우리의 고백으로 호산나”
준비물 – 활동지, 가위, 필기도구, 테이프
➊ 활동지의 나뭇잎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을 적어주세요.

❷ 나뭇잎을 오려서 벽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에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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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
들에게 그들을 구원할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
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던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는 '예수'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왕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뛸
듯이 기뻤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문으로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하고 찬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로마와 싸워 이겨서 자신들을 구해주실 것이라
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작은 나귀를 타고, 아주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셨어요. 왕에게 어울리는 크고 멋진 말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은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전쟁이 아닌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왕이시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호산나”라는 고백은 반쪽
짜리 고백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우리는 온전한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호산나!

토론하기
Q1.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Pray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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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7.

1
with
말씀

역대하 5:1-14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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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을 짓는 모든 일을 완성하였다.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성물, 곧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창고에 넣었다.
2. 솔로몬은 주님의 언약궤를 시온, 곧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기
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모았다.
3.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일곱째 달 절기에 왕 앞에 모였다.
4.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이니,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어 옮겼다.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있는 거룩한 기구를 모두 옮겨 왔는데, 제
5. 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날랐다.
6. 솔로몬 왕과 왕 앞에 모인 온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를,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잡아서 제물로 바쳤다.
7. 제사장들은 주님의 언약궤를 제자리, 곧 성전 내실 지성소 안,
그룹들의 날개 아래에 가져다가 놓았다.
(생략)
13. 나팔 부는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한 목소리로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렸다. 나팔과 심벌즈와 그 밖의 악기가
한데 어우러지고,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할 때에, 그 집, 곧 주님의 성전에는
구름이 가득 찼다.
14.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
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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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궤 :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
하는 상자로서, 언약(십계
명)의 두 돌비를 보관했다
는 점에서 언약궤라 불렸다

with
관찰

1.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이스라엘 자손의 각 가문의 대표인 온 지파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2절)

2. 제사장들이 서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14절)

▢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 ▢이 자욱하였으므로”

“주님의

with
생각

솔로몬은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시작했어요.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약속의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되자 솔로몬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자 구름이 성전을 덮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채워졌어요.
이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with
결심

with
기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 임하셔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전심으로
예배하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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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2
with
말씀

역대하 6:1-11 “하나님께서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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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생략)
4. 그는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 '내가 내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

Q. 단어사전
기리다 : 뛰어난 업적이나
바람직한 정신, 위대한 사
람을 칭찬하고 기억하다

까지, 내가 내 이름을 기릴 집을 지으려고,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서
어느 성읍을 택한 일이 없다.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영도자
를 삼으려고, 어느 누구도 택한 바가 없다.
6. 그러나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으로 다윗을 택하였다' 하셨습니다.
7. 내 아버지 다윗께서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고 생각하셨으나,
8. 주님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은 것은 아주 좋은 일이다.
9. 그런데 그 집을 지을 사람은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아들이 내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10.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었으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기릴 성전을 지었으니, 주님께서는 이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11.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여기에 옮겨다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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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자 : 앞장서서 이끌고
지도하는 사람

with
관찰

with
생각

1.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은 무엇이었나요?(6, 9절)

▢ ▢▢ ▢을 택하였고,
내 백성 ▢ ▢▢ ▢을 다스릴 사람으로 ▢ ▢을 택하였다.
▢ ▢을 지을 사람을 네가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날 네 ▢ ▢이
내 이름을 기릴 ▢ ▢을 지을 것이다”

“이제는 내 이름을 둘 곳으로

성전을 짓고 언약궤도 잘 옮긴 뒤에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복을 빌고 성전 건축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야기했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주신 놀라운 일이었어요. 솔로몬은 성전을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지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다고 말했어요.

with
결심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어떤 일을 이루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멋진 사람이 되기로 결심해보아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 되길 원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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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7.

3
with
말씀

역대하 6:12-42

. .

부모님 확인 :

“무릎으로 기도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14.

15.

20.

21.

22.
23.

(생략)
솔로몬이 일찍이 놋쇠로, 길이 다섯 자, 너비 다섯 자, 높이 석 자인
대를 만들어 뜰 가운데 놓았는데, 바로 그 대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팔을 들어 펴고,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 임금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으며, 주님께서 친히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오늘
이렇게 손수 이루어 주셨습니다.
(생략)
주님께서 낮이나 밤이나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 주십시
오. 이 곳은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입니다. 주님의 종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 주십시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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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자 : 길이의 단위.
한 자는 한 치의 열 배로
약 30.3cm에 해당한다.

with
관찰

1. 솔로몬은 어디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했나요?(13절)

▢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온 ▢▢앞에서 ▢▢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두 ▢을 들어 펴고 ”

“

2. 솔로몬은 어떤 기도를 드렸나요? 알맞은 단어를 이어주세요.
용서 ·
이름 ·
판결 ·
기도 ·

with
생각

with
결심

with
기도

▢▢을 성전에 두시고 살펴 봐 주세요. (20절)
· 성전을 향해 ▢▢ 할 때 들어주세요. (21절)
·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하셔서 벌을 주세요.(23절)
· 기도를 들으시고, ▢▢해 주세요. (21절)
· 주의

솔로몬은 제단 위에 올라가서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늘을 향해 팔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백성들의 죄의 용서와 올바른 판결을 위해 기도하고,
성전에서 이뤄질 일에 대해서도 기도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자신의
백성들 앞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적이 있나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드리는 우리 되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사람 되기 원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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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th
말씀

역대하 7:1-10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과의 만남”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물
들을 살라 버렸고, 주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 찼다.
2.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 찼으므로, 제사장들도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3. 이렇게 불이 내리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돌을 깎아 포장한 광장에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께 감사하여 이르기를 "주님은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하다" 하였다.
4. 이렇게 한 다음에, 왕과 모든 백성이 주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5. 솔로몬 왕은 소 이만 이천 마리와 양 십이만 마리를 제물로 바쳤다.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하였다.
6. 그 때에 제사장들은 직분에 따라 제각기 자기 자리에 섰고, 레위
사람들도 주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잡고 섰다. 이 악기는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을 시켜,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게 하려
고 만든 것이었다.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 맞은편에 서서 나팔을
부는 동안에, 온 이스라엘은 서서 있었다.
7. 솔로몬은, 자기가 만든 놋제단에, 그 많은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기름기를 다 바칠 수가 없어서, 주님의 성전 앞뜰 한가운데를 거룩
하게 구별하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기를 드렸다.
8. 그 때에 또 솔로몬은 이레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
부터 이집트 접경을 흐르는 강에까지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사는
대단히 큰 회중인 온 이스라엘이 그와 함께 모였다.
9. 첫 이레 동안은 제단을 봉헌하였고, 둘째 이레 동안은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여드레째 되는 날, 마감 성회를 열었다.
10. 왕이 백성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낸 것은 일곱째 달 이십
삼일이었다. 백성은,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기뻐하며, 흐뭇한
마음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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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with
관찰

1.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1절)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나요? (10절)
“주님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 때문에

▢▢으로 ▢▢하며, ▢▢▢마음으로 돌아갔다.”
with
생각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을 태웠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어요. 성전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백성은 땅에 엎드렸어요. 성경에서 구름과 불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지은 성전에서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그
이유는 성전이 화려하고 멋져서가 아니라,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예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잘 준비하고 있나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저를 만나 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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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7:27-50 / Matthew 27:27-50(NIRV)
Humility—putting others first by giving up what you think you deserve.

27.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의 관저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모든 부대원이 예수님 주위로 모였습니다. 28.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대신 붉은색 옷을 입혔습니다. 29. 그리고 가시로 왕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
리 위에 씌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오른손에 지팡이를 쥐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말하며 예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놀렸
습니다. 30.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31.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
고 갔습니다 (중략) 39.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예수님께 욕
을 하였습니다. 40. "성전을 헐고 삼 일 만에 다시 세운다는 사람아! 네
자신이나 구원하여라.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
아라!" 41.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
을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42.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하지 못하는구나!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다. 43.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그를 당장 구원해 주시라고 그래라.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말이다."(중략) " 50. 다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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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The governor’s soldiers took Jesus into the palace, which was
called the Praetorium. All the rest of the soldiers gathered around
him. 28.They took off his clothes and put a purple robe on him.
29.Then they twisted thorns together to make a crown. They placed
it on his head. They put a stick in his right hand. Then they fell on
their knees in front of him and made fun of him. “We honor you,
king of the Jews!” they said. 30.They spit on him. They hit him on
the head with the stick again and again. 31.After they had made
fun of him, they took off the robe. They put his own clothes back
on him. Then they led him away to nail him to a cross.(. . .) 39.Those
who passed by shouted at Jesus and made fun of him. They shook
their heads 40.and said, “So you are going to destroy the temple
and build it again in three days? Then save yourself! Come down
from the cross, if you are the Son of God!” 41.In the same way the
chief priests, the teachers of the law and the elders made fun of
him. 42.“He saved others,” they said. “But he can’t save himself! He’
s the king of Israel! Let him come down now from the cross! Then
we will believe in him. (. . .) 50.After Jesus cried out again in a loud
voice, he died.

Vocabulary
Destroy-파괴하다
Spit- 뱉다, 침을 뱉다
Nail-손톱,발톱, 못, 못으로 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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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30. They s___ on him. They hit ___ o_ the head w___ the stick again and
again.
30. 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고 지팡이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쳤습니다. (쉬운성경)
31. After they had m___ f__ of him, they t___ o__ the r___. They put his
own clothes back on him. Then they led him away to n___ him to a cross.
31. 예수님을 실컷 조롱한 후에, 붉은색 옷을 벗기고, 원래의 옷으로 다시 입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려고 끌고 갔습니다. (쉬운성경)

Interpretation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
쉬운성경)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
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아
지고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먼저 위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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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Because of what Jesus did, you don’t have to live life just focused on yourself
and what you want. Because Jesus put others first, He made a way for you
to follow His example. You’ll probably never be in a place to die for someone
else, but you get chances every day to give up something for the people
around you. It might be a few minutes of your time. It might be the awesome
cookie in your lunch. It might be asking your friends to donate toys to kids in
orphanage instead of buying you birthday gifts. If you willingly follow Jesus'
example, "Whatever the situation, God will give you the strength to put
others first.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서는 안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본 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아마도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 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을 일이
많이 없을 거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내어 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친구들과 맛있는 과자를 나눠먹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는 고아원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 장난감을 기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처럼 살기로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Philippians 2:3 빌립보서 2장 3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Don’t do anything only to get ahead. Don’t do it because you are proud.
Instead, be humble. Value others more than yourself. ”
- Philippians 2:3, NIRV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31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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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셋째주
2017년 4월 16일~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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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셋째주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25-26
♥ 성경 이야기 :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세요. ▹요한복음 11:25-26, 고린도전서15:20
♥ 오늘의 포인트 :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➊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무엇이라 말하나요? (25절)

➋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자는 어떻게 되나요? (25-26절)

❸ 성경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무엇이라 말하나요? (고전 15:20)

★ 교육활동 - “큐티와 삶 나눔, 기도”
❶ 친구들에게 한 주간 또는 한 달 동안 특별한 일은 없었는지 물어보고 삶을 나눠요.
(재미난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당황했던 일 등)
❷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로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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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활짝 열렸고,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
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야 곧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과 생명’이셨어요.(요 11:25)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일까요?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고전 15:20)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
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믿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토론하기
Q1.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를 위한 것인가요?

Pray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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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1
with
말씀

역대하 7:11-22

. .

부모님 확인 :

“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 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
으로 다 이루었다.
12. 그 때에,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네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았다.
13.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염병이 돌게 할 때에,
14.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15. 이제 이 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귀담아 듣겠다.
16.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 곳에 있을 것이다.
17.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18.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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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황폐 :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거칠어지고 못 쓰게
되는 것
염병 : 전염병으로 무서운 병
번영 : 풍요롭고 넉넉하며,
잘됨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 하시고, 땅을 번영 시켜
주신다고 했나요?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해져서,

▢▢하며 나를 ▢▢,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2.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눈을 뜨고 살피며, 귀담아 듣겠다고
했습니다. ‘이곳’이 어딜까요? (힌트: 12,16절)

▢▢
with
생각

with
결심

with
기도

성전 건축과 낙성식이 끝난 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전을 예배하는 집으로 택하셨대요. 백성들이 겸손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신대요. 또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들의 땅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고 계시고, 기도를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말을 듣고 계세요. 언제나 내가 하나
님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을 사랑할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굳게 믿기로 다짐해요.
한줄 기도 : 어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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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2
with
말씀

역대하 8:1-18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솔로몬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스무 해가 걸렸다.
2. 곧 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생략)
11.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 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12. 그 때에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13. 그는 안식일과 새 달과 해마다 세 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14.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좇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15.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16.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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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갈래 : 갈라져 나간 부분,
가문, 계통
보좌 : 일을 돕는 것

with
관찰

1. 솔로몬은 왜 이방인 아내(바로의 딸)가 다윗의 궁에 살지 못한다고 했나요? (11절)
“...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를 모신 ▢▢한

▢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다.”
2. 솔로몬은 제사장, 레위사람들의 직무는 어떻게 나누었나요? (14절)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이 정한 ▢을 좇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좌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

with
생각

솔로몬은 20년 만에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었어요. 성전과 왕궁도 짓고, 많은 성을
점령했어요. 그리고 원하는 모든 것을 건축했어요.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방면에서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스라엘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 때,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행하세요. 솔로몬이 그냥 성공
하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기 때문이에요.

with
결심

내가 대단하고 잘해서 어떤 일들이 잘되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의 복을 누린 솔로몬
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약속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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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3
with
말씀

역대하 9:1-12

. .

부모님 확인 :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들을 낙타에
싣고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자,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온갖 것
들을 다 물어 보았다.
2.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모든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생략)
5.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내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
6.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못하였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7.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
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8. 주 임금님의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받드는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임금님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
하셔서, 그들을 영원히 굳게 세우시려고, 임금님을 그들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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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명성 : 이름이 세상에 널리
퍼져 높아짐
보좌 : 임금이 앉는 자리
정의 : 바른 뜻, 올바른 생각

with
관찰

1. 누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으며, 무엇을 가져왔는가? (1절)
“

▢▢의 ▢▢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그를 시험하여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 가지

▢▢와 많은 금과▢▢들을 낙타에 싣고왔다...”

2. 스바의 여왕은 누구를 찬양했으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무엇으로 삼았다고
말하나요? (8절)

▢▢▢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임금님을
좋아하셔서 임금님을 그의 보좌에 앉히시고, 주 하나님을 ▢▢▢
▢ 으로 삼으셨습니다...”

“주 임금님의

with
생각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스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스바 여왕은
많은 질문을 하면서, 솔로몬의 부와 지혜의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히려 소문보다 훨씬 뛰어난 것을 알고, 여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렇게
이방 나라의 여왕도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이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친히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해요.

with
결심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위대하고 완벽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고 바른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그렇게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찬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매일 찬양 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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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4
with
말씀

역대하 9:13-31

. .

부모님 확인 :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육백육십육 달란트나
되었다.
14. 이 밖에도 관세 수입과 외국과의 무역에서 벌어들인 것이 있고,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국내의 지방 장관들이 보내오는 금도
있었다.
(생략)
22. 솔로몬 왕은 재산에 있어서나, 지혜에 있어서나,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뛰어났다.
23.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속에 넣어 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하였다.
24.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 은그릇과 금그릇과 옷과 갑옷과 향료와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는데, 해마다 이런 사람들의 방문이
그치지 않았다.
25. 병거 끄는 말을 매어 두는 마구간만 하더라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것이 사천 칸이나 되었다. 기병은 만 이천 명에 이르렀다.
솔로몬은 그들을, 병거 주둔성과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다가
나누어서 배치하였다.
26. 그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블레셋 영토에 이르기까지, 또
이집트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왕을 다스렸다.
(생략)
30.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마흔 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31. 솔로몬은 죽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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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관세 : 수입, 수출되는 화물
에 부과 되는 세금
무역 : 물건을 사고 파는 것
주둔성 : 임무 수행을 위해
머물러 있는 성

with
관찰

1.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얼마나 되었나요? (13절)
“해마다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금의 무게가

▢▢육▢▢

▢▢▢나 되었다. ”
2. 솔로몬은 몇 해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나요? (30절)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해 동안 온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

with
생각

하나님은 각종 무역, 세금 등을 통해서 솔로몬 왕국을 부하게 해 주셨어요.
또한, 솔로몬의 재산이 엄청났을 뿐 아니라 그의 지혜도 대단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고,
솔로몬의 인생 전체를 인도해 주셨어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40년 다스린 후,
죽어 다윗성에 묻혔어요. 솔로몬에게 큰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우리가 밥을 먹고, 공부하고, 잠을 자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나 우리에게 향하고 계세요.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해
보고 실천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항상 나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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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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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주
2017년 4월 23일 ~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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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
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 ▹누가복음 24:15-16
♥ 성경이야기 :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24:13-35
♥ 오늘의 포인트 :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13절)
②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 하셨지만,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16절)
③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책망 하셨나요? (26절)

★ 교육활동 -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작사가다!”
준비물 – 활동지(별지), 펜
➊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 모두 ‘작사가’가 되어 봐요.
➋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님 말씀따라’ 찬양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주제로 직접 제목과,
가사를 붙여 보아요.
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완성한 가사로 반 친구들과 함께 찬양 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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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많은 사람들은 슬픔에 빠졌어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 역시 큰 슬픔에 빠져 좌절했어요. 고향 엠마오로 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어요.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신지 삼 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것은 불가능해’라고 생각하며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눈이 가리어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슬퍼하며
엠마오로 가던 그들과 함께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걸어가는 동안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풀이해 주시고, 그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과 동행하며 그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과 함께해 주신 예수님은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때론, 우리는 “예수님, 지금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라고 의심할 때가 있어요.
외롭고, 슬프고, 마음이 어렵고, 속상할 때,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는지 의심해요.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동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항상 동행해 주시는 것을 믿기로 해요!

토론하기
Q1. 제자들이 자신들과 동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사실을 깨닫고 어떤 마음이
었을까요?
Pray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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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1
with
말씀

역대하 10:1-19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었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2.
13.
14.

15.

16.

17.
18.

19.

(생략)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이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아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하게 대답하였다.
르호보암 왕은 젊은 신하들의 충고를 따라 백성에게 이렇게 대
답하였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으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왕이 이처럼 백성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일이 그렇게 뒤틀리도록 시키셨던 것이다. 주께서 이미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키셔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
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이냐?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각자 자기의 장막
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그런 다음에, 온 이스라엘은 각자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하도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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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원로 : 한 가지 일을 오래해서
경험이 많은 사람
멍에 : 소가 일을 할 때 목에
거는 막대, 쉽게 벗어날 수 없
는 억압을 비유하는 말
반역 : 권위 또는 질서를 거부
하는 것

with
관찰

1. 르호보암과 이스라엘 북쪽 지파의 말을 각각 완성해보세요.(14,16절)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 ▢▢으로

매질하셨으나, 나는 너희를

▢ ▢▢으로 치겠다.”
르호보암

“

▢▢ ▢▢아, 각자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여,
이제 너는 너의 집안이나 돌보아라”

이스라엘 북쪽 지파

with
생각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들과 남쪽 지파들은 아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다윗은 양쪽 지역이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지역 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었어요. 그 상황에서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때보다도 북쪽 지파를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로 나뉘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한 가족인 이스라엘이 서로 다투고 있는 모습을 슬퍼하셨어요. 하나님은 양쪽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사랑이에요

with
결심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친구들을 미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우리도 함께 사랑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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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2
with
말씀

역대하 11:1-4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의 말씀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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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가문에 동원령을
내려서 정병 십팔만 명을 소집하였다. 그는 이스라엘과 싸워서,
왕국을 다시 르호보암에게 돌리려고 하였다.
2. 그러나 그 때에,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솔로몬의 아들 유다의 르호보암 왕과 유다와 베냐민

Q. 단어사전
동원령 : 전쟁 또는 비상사태
에 병사들을 모으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

3. 지방의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4. '나 주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 동족과 싸우지 말고 각자 집으로 돌아
가거라.'" 그들은 이러한 주의 말씀을 듣고, 여로보암을 치러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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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 : 우수하고 강한 군사
동족 : 같은 민족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완성해보세요.(3-4절)

▢가 말한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시킨 것이다.
너희는 올라가지 말아라. 너희의▢▢과 ▢▢▢ 말고
각자 ▢으로 돌아가거라.”

“나

2. 동족과 싸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르호보암은 어떻게 행동했나요?
나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아래에 적어보아요.(4절)

with
생각

르호보암은 잃어버린 나라 반쪽을 되찾기 위해 전쟁에 나설 군사들을 모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스마야를 보내
르호보암의 군대를 막아서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요. 십 팔만명이나 되는 군대를
모으기까지는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유다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바로 군대를 돌려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with
결심

실수하지 않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길을 되돌리는
믿음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어린이가 되기로 다짐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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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3
with
말씀

역대하 11:5-23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바른 신앙을 찾아서 떠난 사람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3.
14.

15.
16.

17.

(생략)
이스라엘 전국에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모두 자기들이
살던 지역을 떠나, 르호보암에게로 왔다.
레위 사람들이 목장과 소유지를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온 것은,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주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고,
따로 제사장들을 세워서, 여러 산당에서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하였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힌 이들이, 주 조상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
그들은 유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삼 년 동안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삼 년 동안이
었기 때문이다.
(생략)

52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왕권 : 왕이 가진 힘

with
관찰

1.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13-15절)

2.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따라 살던 지역을 떠났던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16절)

▢▢▢▢의 ▢▢▢의 뜻을
찾기로 ▢▢을 굳힌 이들”

“주

with
생각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우신
레위 사람들의 예배준비를 막았어요. 바른 신앙을 지키고 싶었던 사람들은 집을
떠나 남유다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에 두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말씀하세요.(마6:33) 다른 모든 것은 그 뒤에 따라올 것이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with
결심

하나님의 뜻을 찾기로 마음을 굳혔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어린이가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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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4
with
말씀

역대하 12:1-16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생략)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9.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주의 성전 보물과
왕실 보물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털어 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들도 가져 갔다.
10. 그래서 르호보암 왕은 금방패 대신에 놋방패들을 만들어서, 대궐
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에게 주었다.
11. 왕이 주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원들은 그 놋방패를 들고 가
서 경호하다가, 다시 경호실로 가져 오곤 하였다.
12. 르호보암이 잘못을 뉘우쳤기 때문에, 주께서는 그에게서 진노를
거두시고, 그를 완전히 멸하지는 않으셨다. 그래서 유다 나라는
형편이 좋아졌다.
13. 이렇게 하여,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세력을 굳혀 왕의 직
무를 수행하였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는, 마흔한
살이었다. 그는 주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여 당신
의 이름을 두신 도성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간 다스렸다. 르호보
암의 어머니 나아마는 암몬 사람이다.
14. 르호보암은 주의 뜻을 찾는 일에 마음을 쓰지 않고, 악한 일을 하
였다.
15. 르호보암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스마야 예언자의 역사책'과
'잇도 선견자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늘 싸웠다.
16. 르호보암이 죽어서 '다윗 성'에 안장되자,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
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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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안장 : 편안하게 땅에 묻히다

with
관찰

1.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리게 된 후 유다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12절)

2. 1번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르호보암을 악하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14절)

▢▢▢▢은 주의 ▢을 찾는 일에 ▢▢을 쓰지 않고,
▢한 일을 하였다.”

“

with
생각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왕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에 어느 때는 따르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어요.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은 따라도 되고,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기 때문이
에요. 르호보암에게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은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힘써 찾으려 하지도 않은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모든 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세요.

with
결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보기 중 하나가 아닌, 기준이 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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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2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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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다섯째주
2017년 4월 30일 ~ 5월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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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세요.

♥ 주제 : 예수님은 누구신가?
♥ 암송구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 ▹마태복음 28:20
♥ 성경이야기 :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세요. ▹마태복음 28:16-20, 요한계시록 22:20
♥ 오늘의 포인트 :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제자들은 어디로 갔나요? (16절)
②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하셨나요? (19-20절)
③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계 22:20)

★ 교육활동 - “내가 만든 전도카드 ”
준비물 –활동지(별도 인쇄), 필기도구, 가위, 풀 등
➊ 3-4월 교육내용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총 복습하는 활동이에요.
➋ 활동지의 실선을 가위로 오리세요.
➌ 점선을 접어보세요. ( ....... 안으로 접기 ㅡㅡㅡ밖으로 접기)
➍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To, From)
➎ 소책자를 완성하여, 친구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전해보세요.

58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깜짝 놀랄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살기 위해 도망쳤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기뻤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당부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 28:19-20)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계
22:20) 그때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주셨다는 사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토론하기
Q1.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Pray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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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주

1
with
말씀

역대하 13:1-22

날짜 : 2017.

.

부모님 확인 :

“아비야의 믿음”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5.

6.
7.

8.

9.

10.

11.

12.

(생략)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
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기 임금에게 반역하였다.
건달과 불량배들이 여로보암 주변으로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다. 그 때에 르호보암은 아직 어리고 마음도
약하여, 그들을 막아 낼 힘이 없었다.
너희는 수도 많고, 또 여로보암이 너희의 신이라고 만들어 준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지금 다윗의 자손이 맡아
다스리는 주님의 나라를 감히 대적하고 있다.
너희는 아론의 자손인 주님의 제사장들뿐 아니라 레위 사람들까지
내쫓고, 이방 나라의 백성들이 하듯이, 너희 마음대로 제사장들을
임명하지 않았느냐? 누구든지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일곱 마리
만 끌고 와서 성직을 맡겠다고 하면, 허수아비 신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를 저
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도 자기들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향을 피워
드리고, 깨끗한 상에 빵을 차려 놓고, 금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불을
밝힌다. 이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정하여 주신 법도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너희는 그 법도를 저버렸다.
똑똑히 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가 우리의 우두
머리이시다. 그의 제사장들은 너희를 공격할 때에 불려고, 비상
나팔을 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 주 조상의 하나님과
싸울 생각은 하지 말아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니겠느냐?"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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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파기 : 계약, 조약을 깨뜨려
버림
반역 : 왕에게서 나라를 다스
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대적 : 힘을 맞서 겨루는 것,
싸우는 것

with
관찰

1.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무엇을 주셨다고
했는가? (5절)
“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소금으로 파기될 수 없는 언약을 맺으시고,

▢▢▢▢을 다윗이 다스릴 나라로 영원히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들이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
2. 아비야가 똑똑히 보라고 하면서, 대적들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12절)
“.. 하나님은 우리와

with
생각

▢▢계신다 ..”

남 유다와 북 왕국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 유다 왕 아비야는
북 왕국에 비해 힘이나, 전투 실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 했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었던 아비야는 여로보암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말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어요.
또한, 아비야는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 못 했는지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했어요.

with
결심

아비야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친구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더욱 믿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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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
말씀

역대하 14:1-15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2.
3.
4.
5.
6.

7.

8.

9.
10.
11.

(생략)
아사는 주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석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었다.
그는 또 유다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서, 주 조상들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실천하게 하였으며,
또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 버렸다. 그의 통치
아래 나라는 조용하였다.
주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나라가 조용하였고, 여러 해
동안 아무도 그에게 싸움을 걸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사는 유다
지방에 요새 성읍들을 만들 수 있었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을
둘러 쌓고, 탑과 성문과 빗장을 만듭시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찾았
으므로, 주님께서 사방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유다 출신 군인 삼십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인 이십팔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용감한 정예병이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백만 대군에 병거 삼백 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마레사에 이르렀다.
아사가 그를 맞아 싸우려고 나아가,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치고,
주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주님, 주님께서 돕고자 하실 때에는,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힘이 세고 약함을 문제삼지 않으십니다. 우리
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십니다. 인간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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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빗장 : 문을 닫고 잠그는
막대기
정예병 : 용맹스러운, 용감한
병사

with
관찰

1. 아사는 어떤 일을 행했는가? (2절)

2. 아사가 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나요 ? (11절)
“... 우리가 주님을

▢▢하고, 주님의 ▢▢으로 이 무리를 물리치러

왔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

with
생각

아사는 유다의 왕이 된 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했어요.
이방 신을 모시는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부수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도록 명령했어요. 아사는 하나님 덕분에
나라의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에티오피아
(구스)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어요. 아사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라는 것을 경험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세요.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되기로 약속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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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th
말씀

역대하 15:1-19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을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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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내리니,
2. 그가 아사 앞에 나아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주님을 떠나지 않는 한,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떠나지 않으
실 것입니다.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찾으면, 그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이 그를 버리면, 주님께서도 임금님과 백성을
버리실 것입니다.
3.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나님이 없이 지내 왔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4.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돌아와 그를 찾으면,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5. 그 때에는 세상이 하도 어지러워서, 땅 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마음
놓고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6. 나라와 나라가, 성읍과 성읍이 서로 치고 무찌르는 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온갖 고난 속에서 고통을 받도록 버려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7. 그러나 임금님과 백성은 기운을 내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백성이 하는 수고에는 상급이 따를 것입니다."
8. 아사는 이 모든 말, 곧 오뎃의 아들 아사랴 예언자가 전하여 주는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과 에브라임 산
간지역의 점령지역 성읍에서 역겨운 물건들을 없애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 현관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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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낙심 :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것
상급 : 상, 상으로 줌

with
관찰

1.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였나요? (1절)

▢▢의 아들 ▢▢▢”

“

2.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셨나요? (4절)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주 이스라엘의

▢▢▢께

▢▢▢그를 ▢▢▢,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with
생각

선지자 아사랴는 아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무너진 예배와 예배하는 곳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사를 격려했어요.
아사는 아사랴의 말대로 주님의 제단을 보수했어요. 하나님을 찾는 곳, 만나는
곳을 다시 정비했어요.

with
결심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7:7)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날마다 찾는 내가
되기로 약속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매일 하나님을 찾고, 만나며 교제하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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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th
말씀

역대하 16:1-14 “아사의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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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생략)
7. 그 무렵 하나니 선견자가 유다의 아사 왕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시리아 왕을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나님을

Q. 단어사전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이제 시리아 왕의 군대는 임금님의

병거 : 전쟁에 쓰였던 수레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8.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병거도

군마 : 전쟁에 사용되는 말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을
의지하시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붙이지 않으셨습니까?
9. 주님께서는 그 눈으로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전심전력으로 주님
께 매달리는 이들을 힘있게 해주십니다. 이번 일에, 임금님께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에 휘말리
실 것입니다."
10. 아사는 선견자의 이 말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 만큼 화가 치밀어 올랐던 것이다. 그 때에
아사는 백성들 가운데서도 얼마를 학대하였다.
11.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
되어 있다.
12. 아사가 왕이 된 지 삼십구 년이 되던 해에, 발에 병이 나서 위독
하게 되었다. 그렇게 아플 때에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의사
들을 찾았다.
13. 아사가 죽어서 그의 조상과 함께 잠드니, 그가 왕이 된 지 사십
일 년이 되던 해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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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심전력 : 온 마음과 온 힘을
한곳에 모아 씀

with
관찰

1. 누가 유다의 왕 아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나요? (7절)
선견자,

▢▢▢

2. 아사의 행적이 어디에 기록 되어 있나요? (11절)

▢▢와 이스라엘 ▢▢▢'에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
기록되어 있다.”

with
생각

아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와 예배하는 곳을 다시 세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아람 군대를 의지했어요. 선견자 하나니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아사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견
자에게 화를 내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또한, 아사는 백성들을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결국, 그는 발에 병이나 죽게 되었어요.

with
결심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사가
하나님이 아닌 아람 군대, 의사를 선택했더니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약속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선택하는 제가 되길 원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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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어느정도잠에서깨고나면아래의내용으로축복과기도를해주세요.
3. 가능한 친구와 함께 아침식사를 하세요.

사랑하는 OO아(야), 잘 잤니?
오늘도 밝고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었단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 아름다운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 OO(이)가,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변의 친구와, 선생님과, 이웃에게 예수님을 많이 전하는
아름다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OO(이)를 속상하게 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OO(이)를 아주 많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가 끝난 후 ‘사랑한다’ 고 말하며 친구를 꽉 안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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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주

1.
2.
3.
4.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자리에 누워서, 아래의 기도문을 함께 읽어주세요.
친구를 꼭 안아주며 기도해주세요.

오늘은 아빠, 엄마와 함께 기도문을 읽어보려고 해.
<길 나서는 이를 위해 복 비는 기도> 1)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진심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고,
○○이와 우리 가정에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996년판 독일개신교찬송가 1469쪽에 실린 Reisese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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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Y
십

자

가

미

로 찾 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십자가로 이어지는 길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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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산 나 색 칠 하 기
3,4월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리고 색칠해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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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
이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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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반

초등2부

초등1부

유안
3-7 강

3-13 강하늘
소년1부

초등2부

4-3 이수진

5-6 방

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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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제 목 :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글: 찰스 M. 쉘던 / 역:주경희 / 그림:이미정
출판 : 몽당연필

원작자인 찰스 M. 쉘던은 미국 캔자스 주에서 목사로 일하면서 사회
사업가로 활동하였어요. 이 책은 찰스 M. 쉘던이 1897년에 쓴 소설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화로 각색한 것으로, 원작 소설은 1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3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많은 사람에게 읽히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는 하루의 삶 속에서 매 순간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지요.
그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과연 어떻게 하실까?’
책의 주인공 레이와 함께 예수님의 뜻을 찾아가다 보면 매 순간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참된 사랑과 능력을 체험해 보기를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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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첫째주(4/2)
-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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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둘째주(4/9)
- 우리의 고백으로 호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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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넷째주(4/23)
-예수님과 함께하는 나는 작사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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