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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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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랐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와, 예수님이시다!”

축 복

마가복음 10장 13~16절, 누가복음 18장 15~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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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고 꾸짖었어요.

“얘들아, 저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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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도록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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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예수님을 색칠하세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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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칠해 보세요.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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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세요.

아빠에게

어깨를 주물러 드려요.

엄마에게 친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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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마가복음
10장 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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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담긴 말을 찾아 ○표 하세요.

131

친구야, 우리 같이 나눠먹자.

너랑 안 놀아!

친구야, 같이 놀자!

보고 싶었어. 친구야!



27과 믿음의 승리자 기드온
- 승리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 순종하고 의지하면 항상 지켜 주심을 알게 한다.

28과 힘을 잃은 삼손
-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반드시 그 죄의 댓가를 받음을 알게 한다.

-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알게 한다.

29과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 왕
-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담대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 내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함을 알게 한다.

30과 용감한 다윗
- 사람의 힘이나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대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려울 때 항상 우리 곁에서 지켜 주심을 알게 한다.

31과 다윗과 요나단
-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친구가 어려울 때 도와주어야 함을 알게 한다.

32과 지혜의 왕 솔로몬
-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한다.

-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함을 알게 한다.

33과 선지자 엘리야
-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심을 알게 한다.

34과 기도하는 다니엘
-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켜 주심을 알게 한다.

-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한다.

35과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
- 잘못된 것에 대해 책망 받았을 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한다.

-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앙갚음을 하는 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게 한다.

36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한다. 

- 요셉과 마리아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였음을 알게 한다.

- 동방박사들이 귀한 예물을 예수님께 드렸듯이 우리들도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알게 한다.

37과 지혜로우신 예수님
-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어린 시절이 있었음을 알게 한다.

-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좋아했음을 알게 한다.

-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지혜로웠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을 알게 한다.

38과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음을 알게 한다.

- 우리들도 시험이 올 때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야 함을 알게 한다.

39과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를 사랑하세요
-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은 친구이심을 알게 한다.

-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학 습 목 표학 습 목 표 선생님,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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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와 함께 본문에 나와 있는 인물에 관해 얘기하면서 색칠해 보아요.

머릿돌 부록



기드온
하나님 말씀을 믿고 미디안 사람을 이겼답니다.



삼손
삼손은 힘이 아주 센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지요.



사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윗
하나님의 도움으로 힘이 센 장군 골리앗을

물매돌로 이겼어요.



솔로몬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알 선지자들
가짜 신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엘리야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하
다니엘을 미워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어요.

다니엘
하루에 세 번씩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요나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동방 박사들
아주 큰 별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까지 찾아왔어요.

아기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에 선생님들은 모두 놀랐어요.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모두 이기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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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씩 

기도하며

환난 날에 너를

아들을 예수

지혜 자라가며

사랑하는 기뻐하는

아이들을

축복하시니라

18쪽

여호와께서 함께

구하옵나니 강하게

순종 낫고

구원 알게

요나단이 생명

사랑하니라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여호와의 이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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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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