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부
소년부
약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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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활용하세요.”
위드 - 이 책은 매 월의 주제에 따라 진행되는 초등/소년부
교육내용에 대한 책입니다.
Memory Time
반 모임 때 선생님과 함께 나눈 내용입니다.
Sweet Time -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식사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하여서 주일에 배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God’s Time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QT입니다.
Morning Time
아침 시간에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Bed Time - 잠자기 전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 Morning Time과 Bed Time은 매 월 마지막 주에만 제공됩니다.

추천도서
그 달의 주제에 맞는 읽기 좋은 책에 대한 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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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교육 내용

☻

첫째 주

04

06
07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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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둘째 주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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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nglish Bible Study
☻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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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
35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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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펀펀 플레이

58
59

미로찾기
빈칸 채우기

☻

46
47
48
56
57

위드큐티스티커
위드포토

60

☻ 어린이 이단교육
☻ 교육활동지

62

61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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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교육내용

주기도문

암송
구절
♥첫째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둘째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셋째주♥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태복음 6장 12절)
*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니엘 3장 17절 하반절)
* 시험과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넷째주♥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실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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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상 29장 10절 하반절)
*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요.

1. 주기도문의 의미를 생각하며, 암송해요.
2.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려요.

9월 첫째주
2017년 9월 3일~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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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 주제 : 주기도문
♥ 암 송구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출애굽기 16장 4절 하반절
♥ 성경 이야기 :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마태복음 6:11, 출애굽기 16:4
♥ 오늘의 포인트 :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어떻게 하셨나요? (4절)
②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어떻게 했나요? (4절)
③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교육 활동 - “은혜의 메추라기”
준비물 – 필기도구, 가위, 풀
❶ 활동지에 있는 메추라기와 메추라기의 날개를 오려요.
❷ 메추라기의 몸통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적어보아요.
❸ 메추라기의 날개를 몸통에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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ℌṙᵝ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그러나 광야에는
이집트에서 먹었던 맛있는 고기도, 떡도 없었어요. 백성들은 배가 고프다고 아우성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비를
내리듯 양식을 내려 줄 터이니, 백성들이 날마다 나가서 그 날에 필요한 양식을 거두도록
하여라.“(출 16:4, 새번역) 하나님께서는 굶주렸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배불리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양식 걱정 없이 사십 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잘할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토록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의 은혜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멋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토론하기
Q1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나요?
Pray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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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1
with
말씀

에스라 10:1-17 “절망에서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발견하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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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Q. 단어사전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자복 : 저지른 회를 자백하고

2.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3.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
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4.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
하소서 하니라
5.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
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생략)
12.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
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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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재

복종함

with
관찰

1.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잘못은 무엇인가요?
스가냐의 말에서 찾아보세요.(2절)

2. 그러나, 백성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3절)
“ 곧 내 주의

▢▢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을 세우고 ▢▢대로 행할 것이라.”
with
생각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들의 죄를 고백해요. 스가냐는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준행하지 않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
했음을 말해요. 이에 많은 백성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했
어요. 그리고, 다시 소망을 발견했어요.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고 결심한 것이었어요.

with
결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절망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맞을 때,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절망에서도 소망을 발견할래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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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2
with
말씀

에스라 10:18-44

. .

부모님 확인 :

“수치스럽지만 기록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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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6.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아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17.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18. 또 임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댜요	 
(생략)
43.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맛디디야와 사밧과 스비내와
잇도와 요엘과 브나야더라
44.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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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with
관찰

1. 하나님께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한 백성들은 곧바로 잘못을 고쳐나갔어요.
말씀을 읽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세요.(17절)

▢▢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숫양 한 마리를 ▢▢▢로 드렸으며”
“그들이 다 손을 잡아

2. 하나님께 잘못한 사람들, 즉 이방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with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 여자와 결혼 사람에는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등 다양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18절부터 43절까지 모두 기록
되어 있답니다. 후손들이 볼 수 있는 역사 기록서에 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훌륭한 위인, 좋은 이야기만 기록하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유독 실패한 사람, 잘못한 이야기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후대의 사람들이 그것을 잊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with
결심

with
기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오래전에 기록된 옛날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 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오늘 하루 말씀에 순종
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한줄 기도 :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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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3
with
말씀

느헤미야 1:1-11 “금식하며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기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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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기
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에 있는데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
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
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생략)

12 초등/소년부 친구용
친구용교육교재
교육교재

Q. 단어사전
능 욕 : 남 을 업신여겨
욕보임
긍휼 : 불 쌍히 여겨 돌
보아줌

with
관찰

1.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말씀을 읽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보세요.(4절)

▢▢
▢▢ ▢▢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며

하여”

2.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유다 백성)이 겪은 일의 원인을 무엇이라 고백하나요?
아래의 보기 가운데 틀린 것을 고르세요.(7절)
① 하나님께 큰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②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아서
③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④ 하나님이 유다 백성보다 바벨론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with
생각

느헤미야는 떠나온 자기 나라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알았어요. 느헤미야는 가슴이 아플 만큼
슬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벌어진 끔찍한
결과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슬피 울며 금식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을 위해 울지 않았어요. 남겨진 자신
들의 친구들, 형제자매 가족들을 위해 울며 기도했답니다.

with
결심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슬피 울며 기도했던 것을 생각해보세요. 오늘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가족, 친구, 이웃, 나라, 교회,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해요. 느헤미야처럼 다른 사람의 슬픔을 생각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도록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이 시간 제 이웃 OOO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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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주
날짜 : 2017.

4
with
말씀

느헤미야 2:1-10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의 선한 손”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아닥사스다 왕 제이십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 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3.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4.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6. 그 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7.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8.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들보로 쓸 재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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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묘실 : 죽은 사람이 묻혀
있는 묘
재목 : 목조의 구조물을
만드는데 필요한 나무

with
관찰

1.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부탁한 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① 나를 유다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주세요.
② 그곳에서 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세요.
③ 강 동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조서(편지)를 써주세요.
④ 성전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목(나무)를 주세요.
2. 느헤미야의 부탁을 들은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요청에 허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고, 아래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8절)
“...내

with
생각

with
결심

with
기도

▢▢▢

의 선한

▢

이 나를 도우시므로 왕이 허락하고”

아닥사스다 왕은 평소와 다른 느헤미야의 표정을 보았어요. 무언가 슬픔과
걱정으로 가득한 느헤미야에게 왕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봐요. 그때, 느헤
미야는 자신이 들은 예루살렘 소식을 왕에게 말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서 무너진 성읍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몇 가지
요청사항을 더 말해요. 신기하게도 그 모든 요청을 왕은 허락해주었어요. 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모든 일을 내가 노력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셔서 가능한 것이에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용기를 얻길 바라요.

한줄 기도 : 지금도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겠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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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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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주
2017년 9월 10일~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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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 주제 : 주기도문
♥ 암 송구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 ▷마태복음 6장 12절
♥ 성경 이야기 :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마태복음 6:12, 18:21-35
♥ 오늘의 포인트 :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이었을까요? (22절)
② 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긴 주인은 어떻게 했나요? (27절)
③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5절)

★ 교육 활동 - “용서할 수 밖에 없는 저울”
준비물 – 활동지, 필기도구 등
➊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을) 잘못’을 생각하고 적어보세요.
준비물 – 활동지(별지), 볼펜, 스티커
❷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일, 즉 ‘내가 용서할 이웃의 잘못’을 적어보세요.
❸ 이웃이 나에게 잘못한 일 보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더 무거움을 기억해요.
❹ 말씀을 생각하며,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도록 다짐하며 기도로 마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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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가 되어, 만 달란트를 빌려준 종을 불렀어요. 하지만,
종은 갚을 돈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돈을 갚지 못할 경우,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
돈을 갚거나, 자신은 감옥에 들어가고 나머지 가족들이 돈을 갚아야 했어요.
종은 어떤 방법으로도 주인에게 빌린 만 달란트를 갚을 방법이 없었어요. 종은
임금 앞에 엎드려 울며 불 쌍히 여겨달라고 빌었어요. 그 모습에 임금은 종이
빌려 간 만 달란트의 빚을 없애주었어요.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던 종은 길에서
자신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만났어요. 종은 화를 내며 친구의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두어버렸어요.
임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종을 용서해주었지만, 종은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비유는 사실 우리의 이야기에요. 우리는 만 달란트를 빚진
종처럼,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
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
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하기 전, 먼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웃이 나에게 아무리 많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잘못이 더 커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해줄 수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며, 내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요.
※ 1데나리온 = 노동자의 하루 품삯
10,000 달란트 = 60,000,000 데나리온 = 6000만명의 하루 품삯

토론하기
Q1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웃의 잘못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끼리 대화해보세요.
Pray 잘못한 이웃의 잘못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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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1
with
말씀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느헤미야 2:11-20 “느헤미야의

리더십”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1.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12.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 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13.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 샘'을 지나 '거름 문'에 이르
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14. '샘 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
갈 길이 없었다.
15. 그래서 그 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16. 그 때에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
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
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17.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18.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19.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
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오?"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20.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오.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오.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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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수행원 : 높은 지위의 사람
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돕거
나 신변을 보호하는 사람

with
관찰

1. 다음 중 사실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사흘 동안 쉬었다. (11절)
② 느헤미야는 밤에 수행원들과 함께 순찰을 나섰다. (12절)
③ 느헤미야가 성벽을 순찰한 것을 모든 유다 사람들이 알았다. (16절)
④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자고 사람들을 설득했다. (17절)
2. 자신이 할 일을 업신여기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느헤미야는 무엇이라고 대답
했나요? (20절)

▢▢▢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오.
▢▢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가 해야 할 일이오. ”

“하늘의

with
생각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응답을 이미 받았지만,
일을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았어요. 먼저 밤에 조용히 성벽 주변을 순찰하며,
지혜롭고 신중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살폈어요. 그 뒤에 유다의 지도자들을
만나 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어떤 이들은 그런 느헤미야를 업신여기고 비웃었
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담대하게
이야기해주었어요.

with
결심

with
기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자신의 욕심대로 급하게 일을 진행
하지 않고, 차근차근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은 무엇인가요? 나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의 뜻을 정성을 다하여 이루는 제가 되고 싶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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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2
with
말씀

느헤미야 3:1-32 “성벽을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쌓는 사람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 문'을 만
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2.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3. '물고기 문'은 하스나아의 자손이 세웠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4.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요 우리야의 아들인 므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므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갸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
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아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5.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
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6.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브소드야의 아들인 므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둔테를 만들어
달았다.
7.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믈라댜와 메로놋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8.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해야의 아들 웃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
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9.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르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10.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 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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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보수 : 보전하여 지킴
빗장둔테 : 대문을 잠그는
빗장을 끼울 수 있게 구멍
을 내서 문짝에 대는 나무

with
관찰

1.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1절)

2.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5절)
“

with
생각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

느헤미야의 지휘에 따라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느헤미
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자 하시는 일에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이 일한 곳은
위험하고 적들의 공격도 많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앞장서서 일하며 지도
자로서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반면에 드고아 집안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일하는 데에 협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만 내보내어 일하도록 했어요.

with
결심

with
기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어요. 성벽을
쌓는 일은 힘들고 위험한 일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하여 느헤미야와 함께했어요.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 참여
하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한줄 기도 :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제가 되기 원해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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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3
with
말씀

느헤미야 4:1-6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산발랏과 도비야의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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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
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Q. 단어사전
분개 : 몹시 분하게 여김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
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

업신여김 : 교만한 마음에서

낸다는 거냐? 불타 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남을 낮추어 보거나 하찮게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여기는 일

3.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 마디 거들었다. "
다시 쌓으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노략 : 떼를 지어 돌아다니

마리만 기어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며 사람을 해치거나 재물을

4. "우리의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업신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에게 퍼붓는 그 욕이 그들에게 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고,
남의 나라로 끌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5.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못 본 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야말로 성을
쌓고 있는 우리 앞에서 주님을 모욕한 자들
입니다."
6.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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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빼앗음

with
관찰

1. 누가 성벽을 쌓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고 빈정거리는 말을 했나요? (1-3절)

▢▢▢과▢▢▢
2. 느헤미야가 주변의 방해에 대처하는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4-5절)
“하나님께

with
생각

▢▢ 드렸다..”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살발랏과
도비야는 사람들 앞에서 이 일을 비웃으며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악한
말을 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느헤미야가
그들의 방해에 맞서는 방법으로 택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보시고 대신 갚아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어요.

with
결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도 주변의 방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에도 느헤
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일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저의 삶에 나타나 주시고 일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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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주
날짜 : 2017.

4
with
말씀

느헤미야 4:7-14 “주님을

. .

부모님 확인 :

기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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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7. 그 때에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
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8.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
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9.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10.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
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
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11.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12. 그들 가까이에서 사는 유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라와서, 그
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고 한다고, 열 번이나 일러주었다.
13. 그래서 나는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14.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하였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
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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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방해하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리려 하자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을 세워, ▢▢으로 지키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하였다.”
2. 느헤미야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격려했나요? (10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을 ▢▢하고,

형제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with
생각

with
결심

▢▢▢.”

산발랏과 도비야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성벽을 쌓는 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더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했어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경비병을 세워서 그들의 공격에 대비하게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과 창과 활로 무장하고 적들의 공격에 맞설
준비를 하였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억하라고 격려했어요. 이런
느헤미야를 본받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제가 될래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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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21장 15-17절 (새번역) / John 21:15-17 (NIRV)
Friendship—using your words and actions to show others you care.
우정-나의 행동과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것.

15.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16. 예수께서 두 번째로 그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쳐라."
17. 예수께서 세 번째로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때에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세 번이나 물으시므로, 불안
해서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 떼를 먹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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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When Jesus and the disciples had finished eating, Jesus spoke
to Simon Peter. He asked,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s do?” “Yes, Lord,” he answere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16 Again Jesus asked,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17
Jesus spoke to him a third time. He asked,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felt bad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answere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sheep.”

Vocabulary
Disciple-제자
Feed- 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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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ation
Write the missing letters.
15. When Jesus and the d_______ had finished eating, Jesus spoke to Simon
Peter. He asked,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others
do?” “Yes, Lord,” he answere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___
my lambs.”
16. Again Jesus asked, “Simon, son of John, do you l___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___ that I love you.” Jesus said, “T___ c___ of my sheep.”
Interpretation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베드로는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베드로는
다시 예전처럼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느 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요.
그런데 그 날 따라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않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그 말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
어요.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했던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바로 배에서 뛰어내렸어요. 베드로와 함께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하셨고
베드로와 우정을 다시 회복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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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Sometimes friends are going to make you mad. You’re going to get made
fun of, and laughed at. And your friends will do this because your friends are
human beings who make mistakes. And you, believe it or not, are not always
going to be a perfect friend either. "There are two ways we can handle this
situation. Whenever a friend treats you badly, you can treat them badly right
back OR you can forgive them. "When Jesus died on the cross, it paid for
your sins. And if God forgives you, you can forgive your friends when they are
not kind to you.
가끔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또한,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놀리거나 웃음거리로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다른
친구들에게 언제나 항상 완벽한 친구는 아닐 것이에요. 친구가 여러분을 화나게
만들었을 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당한 만큼 복수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친구를 용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여러분의 죄는
용서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친구들을 용서
해야해요.

Let’s memorize
Let’s memorize Proverbs 17:17
잠언 17장 17절을 외워보도록 해요.
"A friend loves at all times. He is there to help when trouble comes."
- Proverbs 17:17, NIR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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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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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주
2017년 9월 17일~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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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셋째주
♥ 주제 : 주기도문
♥암
 송구절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 ▹ 다니엘 3장 17절 하반절
♥ 성경 이야기 :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마태복음 6:13, 다니엘 3:13-27
♥ 오늘의 포인트 : 시험과 악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➊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풀무불 속에 들어갔나요? (18절)

➋ 풀무불 속에서 나온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27절)

★ 교육활동 - “시험과 악을 이기게 도우시는 주님”
준비물 – 활동지(별지), 가위, 풀, 펜
➊ 활동지1의 지시를 따라 표정을 그려요.
➋ 활동지2의 빈칸에 내가 받는 유혹을 적어 보세요.
ex) 거짓말 하고 싶은 마음, 예배 시간에 떠들기
➌ 활동지1 어린이를 잘라 활동지2에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옆에 붙인 후,
활동지2 전체를 잘라요.
➍ 풀무불 속에서도 지켜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활동지2의 접는 선을 접어 보아요.
➎ 활동지1의 기도문을 작성해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길 함께
기도하고 마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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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커다란 금 신상을 만들고, 백성에게 신상에 절하도록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화가 난 왕은 평소보다 뜨거운 풀무불에 그들을 던졌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 속에서
전혀 상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금 신상에 절해야 한다는 왕의 명령은 시험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실
지라도 자신들은 금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
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험공부를 위해 예배에 빠지고 싶은 마음, 예배 시간에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친구와 장난하고 싶은 마음, 친구와 다투고 싶은 마음과 같은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해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시험과 악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토론하기
Q1.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을때, 나는 어떤 방법

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Pray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시험과 악을 이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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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1
with
말씀

느헤미야 4:15-20

. .

부모님 확인 :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5.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16. 그 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
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17.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 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
는 무기를 잡았다.
18.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
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19.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하여야
할 일이 많은데다, 일하는 지역이 넓으므로,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20. 어디에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모여
와서, 우리와 합세하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싸워
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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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음모 : 나쁜 목적으로 몰래
악한 일을 꾸밈
합세 :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을 한곳에 모음

with
관찰

1. 짐을 나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나요? (17절)
“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다른 한 손으로는

▢을 나르고,

▢▢를 잡았다.

2. 느헤미야가 말한 것이 아닌 것은? (19-20절)
① 우리는 할 일이 많고, 일하는 지역이 넓다.
② 우리는 성벽을 따라서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③ 나팔 소리가 들리면 흩어져야 한다.
④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실 것이다.

with
생각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유다의 대적들은 성벽 건축을 방해하려고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음모를 느헤미야에서 알려 주셔서
방해에 대비할 수 있었어요. 백성들은 무기로 무장하고 성벽 재건을 위해 일했고,
나팔을 불면 모두 모이기로 약속했어요.

with
결심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방해받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셔서,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실 거예요.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는 제가 될게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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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2
with
말씀

느헤미야 4:21-23 “맡은

. .

부모님 확인 :

일을 성실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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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21. 우리는 이른 새벽부터 밤에 별이 보일 때까지 일을 하였다. 우리
가운데 반수는 창을 들고 일을 하였다.
22. 이 기간에 나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23.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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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어사전
반수 : 전체의 절반이 되는
수
경계 : 적의 기습이나 예상
하지 못한 침입을 막기 위
해 주변을 살핌

with
관찰

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성벽 보수를 위해 일 했나요? (21절)
이른

▢▢부터 ▢에 ▢이 보일 때까지

2. (O, X 문제) 물을 길러 갈 때에는 무기를 자리에 두고 갔다. (23절)

with
생각

성벽을 재건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해야 했고, 적의 공격을
대비하기 위해 무기를 가지고 일해야 했기 때문에 더 힘든 일이었어요. 백성들은
자신의 종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안에 머물러 적의 공격에 대비했어요.

with
결심

유다 백성들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눈앞에서 당장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리 싸움을 대비했고 많은 사람이 함께 성실하게 성벽을 재건했어요. 우리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저에게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성실한 마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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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날짜 : 2017.

3
with
말씀

느헤미야 5:1-13

. .

부모님 확인 :

“이웃을 사랑해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생략)
7.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겨레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8.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오?"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9.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10. 나도, 나의 친족도, 그리고 내 아랫사람들도, 백성에게 돈과
곡식을 꾸어 주고 있습니다.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생략)
12.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
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서약하게 하였다.
13.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 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
버리실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아멘!" 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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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동포 : 같은 나라, 민족 사람
겨례 : 같은 핏줄을 이어
받은 민족

이자를 받지 마세요!

with
관찰

1. 느헤미야는 동포를 팔고 있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꾸짖었나요? (8절)

▢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
있소.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는 말이오?(생략)”

“(생략)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2. (O,X 문제) 백성들은 이자를 받지 않고, 받은 것을 돌려 줄 것을 서약했다. (12-13절)

with
생각

바사가 유다 사람들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들은 세금을 내야 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노예로 팔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같은 동포인 가난한 유다인들을 노예로 삼거나, 이자를 많이
받아 괴롭혔어요. 느헤미야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악임을 알았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기를 그치고, 가난한 동포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명령
했어요.

with
결심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었어요. 그는 같은 동포인 가난한 이웃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그만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에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기를
바라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 할래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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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주

4
with
말씀

느헤미야 5:14-19 “믿음의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본을 보여줘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4. 나는 아닥사스다 왕 이십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삼십이년 까지 십이 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15.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사십 세겔씩을 백성
에게서 거두어들였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
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16.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뙈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17.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백오십 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18. 하루에 황소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
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
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19.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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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녹 : 총독의 급료
밭뙈기 : 얼마 안 되는 자
그마한 밭

with
관찰

1.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15절)
“(생략)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 ▢이 ▢▢ ▢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2. 느헤미야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요?(18절)
“하루에

▢▢ 한 마리와 기름진 양 여섯 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생략)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with
생각

▢ ▢이 되었겠는가”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지냈어요. 총독의 녹을 받는 것은 당연
하였지만, 느헤미야는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착취하지 않았고, 동포들에게 더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성벽 공사에도
참여했어요.

with
결심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동포들을 배려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 것이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기로 결심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게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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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
– 마태복음 6장 13절 하반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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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넷째주
2017년 9월 24일~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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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 주제 : 주기도문
♥ 암송구절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역대상 29장 10절 하반절
♥ 성경이야기 :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마태복음 6:13, 역대상 29:10-13
♥ 오늘의 포인트 :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해요.

★ 말씀 나눔 (이 질문으로 친구들과 토의해 보세요.)
①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했나요? (10절)

② 다윗이 주께 속하였다고 고백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11절)

★ 교육활동 - “내가 쓰는 주기도문”
준비물 – 위드지, 필기도구
➊ 그림에 적절하게 주기도문을 적어보아요.
➋ 각자 개성 있게 꾸며보아요.
➌ 지난 두 달간 배운 주기도문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기로
결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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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로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르
쳐주신 기도문으로 매일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마칠 때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다윗의 기도에서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셨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11절, 새번역)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크신 분이세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요.

토론하기
Q1.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나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Pray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대로 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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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주

1
with
말씀

느헤미야 6:1-10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믿음을 가져요!”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랍 사람 게셈과 그 밖의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
갔다. 그러나 그 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2. 산발랏과 게셈이 나에게 전갈을 보내 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생략)
6.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소.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7.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에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오.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8.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오.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오."
9.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10.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므헤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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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전갈: 사람을 시켜 안부나
말을 전하는 것.

with
관찰

1.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는데 방해했던 사람들은
누구누구인가요?(1절)

▢▢▢, ▢▢▢, ▢▢
2. 산발랏이 느헤미야에게 으름장을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9절 말씀을 읽고 답을 적어보세요.

with
생각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인 성전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원수들은 느헤
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은 온갖 계략을 사용해서 느헤미야를 방해했어요. 하지만 느헤
미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with
결심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모든 일을 문제없이 완성하실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느헤미야 같은 믿음을 갖는 내가 되어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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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ith
말씀

느헤미야 6:11-14 “하나님은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정의로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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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11.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 나올 수 없습

Q. 단어사전

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매수 : 금 품이나 다른 방법
으로 다른 사람을 자기 편
으로 만드는 것.

12. 나는 그 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13.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14.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댜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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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관찰

1. 느헤미야의 적은 산발랏과 도비야는 누구를 매수했나요?(13절)

▢▢▢
2.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괴롭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13절의 말씀을 읽고 답을 생각해보세요.

with
생각

with
결심

with
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가 보낸 예언자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위해 보내어진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느헤미야를 방해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야 에게 곧장 복수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정의롭고 공평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산발랏과 도비야가 아무 이유 없이 느헤미야를 괴롭혔을 때 느헤미야는 분명히
굉장히 화가 많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스로 산발랏과 도비야 에게
복수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정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나를 아무 이유
없이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고 정의로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한줄 기도 :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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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ith
말씀

느헤미야 6:15-19 “하나님이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하신다”

- 기도로 큐티를 시작해요!
-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15. 성벽 공사는 오십이 일 만인 엘룰월 이십오일에 끝났다.
16.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
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17.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18.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갸의 아들인 므술람의 딸과 결혼하였
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19.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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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성벽 공사는 며칠 만에 끝이 났나요? (15절)

▢▢▢
2. 성전이 완공 된 것을 보고 원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16절)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래서 그들은

with
생각

▢▢▢다.

▢가 ▢▢다.

원수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52일 만에 성벽 공사가 마무리되었어요.
이것을 지켜본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도우신 것을 깨닫고
기가 꺾였어요.

with
결심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결심하신 일을 꼭
해내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단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성벽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느헤
미야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요.

with
기도

한줄 기도 : 내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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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ith
말씀

느헤미야 7:1-4 “진짜

날짜 : 2017.

. .

부모님 확인 :

중요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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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제자리에 단 다음에, 나는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2. 나의 아우 하나니와 성채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
하는 사람이었다.
3. 나는 그들에게 일렀다.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
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에,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십시오."
4.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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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3번 읽어주세요.

Check ▢ ▢ ▢
Q. 단어사전

with
관찰

1. 느헤미야는 누구와 누구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나요? (2절)

2. 하나냐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2절)

▢▢▢사람이고,
남다르게 ▢▢▢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냐는

with
생각

with
결심

with
기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아우 하나니와 성채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을 맡겼어요. 예루살렘을 지키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중요한 일을 진실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냐에게 맡겨요.

흔히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똑똑하거나 힘이 센
사람을 세워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함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능력과 재능이 뛰어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에요.

한줄 기도 : 하나님 제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게 해주세요.
나의 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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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잠들어 있는 친구의 팔다리를 가볍게 마사지하며 깨워주세요.
2. 친구가 어느 정도 잠에서 깨고 나면 시편 28편 말씀을 읽어주세요.
3. 말씀을 다 읽은 뒤, 친구를 포근하게 안아주며 하나님이 우리가정을
지키심을 이야기해주세요.

OO(아)야 잘잤니? 좋은 아침이구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시편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자.
말씀 <시편 28:6-9, 새번역>
6.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하여라.
7.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시다.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께서
나를 건져 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내가 지은 노래로 주께 감사하련다.
8. 주님은 주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이십니다.
9. 주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영원토록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그들을 보살펴 주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처럼 주님께서 OO(이)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 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단다.
기도
오늘도 새로운 아침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OO(이)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도록 해주세요.
사랑의 주님, OO(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구원자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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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 째주

1. 친구가 잠을 청하기 전에 간단한 스트레칭을 함께 해주세요.
2. 친구에게 오늘 하루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물어봐주세요.
3. 친구를 꼭 안아주며 아래 말씀을 읽어주세요.

말씀 <잠언 16:5-9>
5.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6.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7.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8.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 하루도 OO(이)를 지켜주시고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셨는데 혹시 우리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용서합니다.
우리에게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OO(이)가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또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OO(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57

PLAY
미

로 찾

기

교회 입구로 들어가서 미로를 통과하여 출구로 가는 길을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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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칸 채 우 기
8월과 9월에 주기도문에 대해 배웠어요.
말풍선에서 단어를 찾아 빈칸에 넣어 주기도문을 완성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

)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

)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한 (

)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
주시고, 우리를 (

)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

)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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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부
이름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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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반

초등1부

초등1부

3-9 김하은

3-1 김산희

초등2부

부
초등2

시현
3-6 안
초등2부

4-2 임혜진

3-15 안하준
초등2부

4-11 홍

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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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 혹시 신천지에 대해 들어보았나요? 신천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게 하여 교회를 떠나게 해요. 또한, 학교나 직장을 포기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신천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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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1 / 신천지가 뭐에요?
신천지는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교주 이만희를 구원자라고 말해요. 신천지는
교인이 십사만 사천 명이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주장해요. 그들은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잘못된 성경 해석방법을 가르쳐요. 또한, 거짓말로
우리에게 서로 미워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어요. 최근에는 길거리 설문조사,
심리테스트, 심리상담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있어요.

FILE 2 /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첫째,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신천지는 잘못된 성경
공부 방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대처할 수 있어요.
둘째, 다른 교회 행사에 참여할 때 목사님, 전도사님께 여쭤보아야 해요.
이단들은 교회 이름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단이 아닌지 미리 확인
해야 해요.
셋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신천지가 원하는 것은 교인들이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해요.

신천지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아서 우리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천지를 조심해야
해요. 다음 달, 이단 ‘하나님의 교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출처: 현대종교, 『우리주변의 이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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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첫째주(9/3)
- 은혜의 메추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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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주(9/10 )
- 용서할 수 밖에 없는 저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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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셋째주(9/17)
- 시험과 악을 이기게 도우시는 하나님 활동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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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둘째주(9/17)
- 시험과 악을 이기게 도우시는 하나님 활동지2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71

72 초등/소년부 친구용 교육교재

9월 넷째주(9/24)
-내가 그리는 주기도문 부

학년

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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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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