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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께서는 정말 살아 계신 걸까요?

살아계신다면 어떤 분이실까요?

이것에 한 답은 모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 을 받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쓰여진 39권의 책을 구약이라 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후에

쓰여진 27권의 책을 신약이라고 합니다.

성경말 을 읽고 배우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 모든 일이 성경 말 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하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디모데후서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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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말 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쓴 사랑의 편지와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말 을 읽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말 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성경말 을 늘

가까이 하고 마음에 새겨 실천해야겠습니다.

“오직 그 말 이 네게 심히 가까와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신명기 30:14)



성경말 은 우리를…

성성경경말말 을을 가가까까이이 하하면면 정정말말 많많은은 것것을을 얻얻을을 수수 있있습습니니다다.. 아아래래 그그림림을을 보보고고 말말 을을 찾찾아아 적적어어 보보세세요요..

성경말 은 구원받게 해 줍니다.

성경말 은 나를 위로해 줍니다.

13오늘의 공부

말 을
모를 때

말 을
모를 때

말 을

알게 될 때

말 을

알게 될 때



14 오늘의 공부

말 을

알게 될 때

성경말 은 죄를 짓지 않게 해 줍니다.

여러분도 위의 그림과 같이 성경을 통해 유익을 얻은 적이 있나요? 있다면 적어 보세요.

말 을
모를 때



성경을 어떻게 가까이 할까요?

다음 순서를 따라가며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방법을 배워 보아요!

먼저 하나님께 말 을 잘 읽을 수 있게 도와 달라고 기도해요.

15오늘의 말 을 배우고

말 읽는시간을가져요.

말 을암송해요.

말 을잘들어요.

말 을곰곰이생각해요.

읽을 말 (에베소서 5:1~14)을 다섯 번 읽어보세요. 

(한 번 읽을 때마다 숫자에 동그라미를 하세요.)

어려운 단어는 국어사전을 찾아 그 뜻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읽은 말 에 하여 자세히 생각해 보고

느낀 점을 적어보세요.



말 을 읽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내용이나 내 생활 속에서 고치고 싶은 내용, 

혹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적어 보세요.

16 오늘의 말 을 배우고

읽은 말 중에서 마음 속에 깊이 새겨 두고 싶은 말 을 암송해요.

주일에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암송해 보는 것도 참 좋아요.

감사의 기도로 말 읽는 시간을 마칩니다. 말 을 읽으면서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려움이 있었다면 적어 보고 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가장 큰 선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링컨은 초등학교를 9개월밖에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는 가게를 하다가 망해서 그 빚을 갚는 데만 무려 17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링컨은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떨어졌고, 상원 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졌습니다. 

또한 부통령 선거에서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위로와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 을 사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의 믿음 로 하나님께서는 반복되는 실패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결국 링컨은 미국의

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어려움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는 16 통령 취임 연설 때 많은 사람들을 앞에 두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저는 결코 저에게 있는 이 큰 어려움을 이겨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링컨은 결국 성경말 을 의지하여 남북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해방을 이루어 냈으며 나뉘어진 미국을 통합

시켰습니다. 링컨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어머니가 주신 유일한 유산 이었습니다. 링컨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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