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

다.

이사야는 곧 답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 을 전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

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벌받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도 미리 알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9장 1절 ~ 7절, 40장 1절 ~ 11절, 50장 4절 ~ 9절, 
52장 13절 ~ 53장



이사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그리스도에 해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의 모습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받을 고난에 해서도 자세히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실

것과 우리 신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지 700년 후에 2)예언한 로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처녀의 몸을 통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 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3)멸시를 받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1) 장사: 시체를 묻거나 불에 태우는 것 2) 예언: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말하는 것 3) 멸시: 남을 업신여기고 깔 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에게 우상을 버리고 거짓

말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사야가 그리스도에 해 전한 말 을 아래

에서 모두 찾아보세요.

그림을 보고 기쁜 소식을 찾아 맞는 것끼리 연결하여 보세요.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          >

� 그리스도는 이방 땅이 아닌 유다 땅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          )

�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          )

� 그리스도는 악인과 같이 죽고, 부자의 무덤에 묻힙니다. (          )

� 그리스도는 외모가 준수하고 흠모할 만한 분입니다. (          )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의사를 찾았다.

하나님께서 구원자(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죄를 용서받고 감옥에서 나가게 되었다.

�

�

�



각자 자기가 듣고싶은 기쁜 소식을 적어 보세요.

전도집회나 수양회에서 복음 말 을 다시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느끼는 로 적어 보세요.

사람들은 점점 죄 가운데 빠집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 중에 먼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지은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에 가는 사람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무엇일까요? 

전해주고 싶은 말을 적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지금 주십시오.”하 다.

누가복음 15:11~24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 두 아들에게 주었다.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자기 재산을 다 챙겨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그 아들은 거기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돈을 모두 낭비해 버렸다.



가진 돈을 다 써 버렸을 즈음 심한 흉년이 온 나라를 휩쓸어 그는 굶주리게

되었다. 

그는 한 시골 농부에게 자기 몸을 맡기며 그의 돼지를 치게 해 달라고 간청했다.

너무도 배가 고프게 된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배를 채우려 했

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 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일꾼들이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 드려야겠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발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는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갔다.



그가 아직 집으로부터 멀리 있는데도 그의 아버지는 그가 오는 것을 보자

그를 사랑하는 마음과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가득찼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달려가 그에게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아들은 말하 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 다. 

“어서어서 서둘러라!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그래서 잔치가 시작되었다.



1 학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학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 학년을 시작해야 합니다.

2 엘리야를 돌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가뭄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3 갈멜 산의 결

하나님께서는 갈멜 산의 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알려

주셨습니다.

4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끝까지 스승인 엘리야를 따른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능력을 주셨습

니다.

5 엘리사를 접한 수넴 여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정성껏 접하 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인에게 아들을

주었고 그 아들이 죽었지만 그를 다시 살려 주었습니다.

6 깨끗해진 나아만

문둥병자 나아만은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지만 엘리사의 말 로 하여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문둥병이 고쳐진 것은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같습니다.

7 게하시의 탐심

게하시는 탐심을 부려 거짓말하고 물건을 감추는 죄를 지어 문둥병에 걸리는 벌을 받았습니다.

8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와 함께하셨고 많은 아람 군 로부터 보호해 주셨습니다.

9 기쁜 소식을 전한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성 바깥의 기쁜 소식을 성 안에 전하여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10 물고기 뱃속의 요나

하나님께서는 죄로 가득찬 니느웨 백성이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요나를 보내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11 이스라엘의 멸망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12 히스기야 왕의 기도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13 예수님을 예언한 이사야

예수님께서 오시기 700년 전 이사야는 예수님에 하여 예언하 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