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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활용하세요!
이 책은 학생용 교재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세대를 향한

교사용 교재에 있는 말풍선은 선생님께서 직접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티칭포인트, 정리하는 말, 전환하는 말, 설명풍선, Tip 박스를 확인하시면

축복의 메시지

보다 효과적으로 본 교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on
the Next generati
Called to Awaken

*본문배경 이해하기

본문의 이야기와 주제를 한 눈에 살펴봄으로써 교재의 전체 구성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수 그리스도를 배워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

닮아 가게 하면서

에게
이 교재는 우리 아이들
입니다.
기 위한 제자훈련 교재
지혜를 얻도록 훈련하
신교회 담임

권성수 목사, 대구 동

1. 티칭포인트 : 해당 활동과 내용의 교육 초점 및 목표입니다.

’(삿 2:10)가

2. 정리하는 말 : 해당 활동과 내용을 정리하는 설명입니다.

3. 전환하는 말 : 다음 활동과 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설명입니다.
4. 설명 풍선 : 활동과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담임

만들어진
게 골고루 섭취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
다.
른으로 성장하게 됩니
튼튼한 믿음을 가진 어

면
이 교재를 통해 공부하

모두 세 단계로 이루어지며, 아래와 같습니다.

는

초를 튼튼히 하
녀들의 인생과 꿈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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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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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교
이
자녀들의 손에 들린
천합니다.
받을 것을 확신하며 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회 담임

오정호 목사, 새로남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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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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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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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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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겔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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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담임

오정현 목사, 사랑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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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mp Peter

5. Tip : 보다 풍성한 나눔과 활동을 위한 제안입니다.

*교재 구성 이해하기

회 원로목사

최홍준 목사, 호산나교

아이들을 가르치기 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본문의 말씀을 네 단계로 나누어 자세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교사용 교재 이해하기

른 세대
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
다
한
만
로
대
제
을
련
제자훈
것입니다.
‘다음 세대’로 변화될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송태근 목사, 삼일교회

*교사 말씀묵상 페이지

이렇게 공부하세요!
테마톡톡

실천팡팡
말씀고고

본 내용으로 들거가기 전에
주제를 제기하고 학습자의 마음을
여는 단계입니다.

성경 만화를 통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이해한 말씀에 비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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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여름 주제 가이드

쇠사슬의 비밀

Jump Peter
점프 베드로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커스단의 동물 조련사들이 덩치 큰 코끼리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방법이 있다. 비결은 아주 간단
하다. 새끼 때부터 도망가지 못하도록 길들이는 것이다. 새끼 코끼리의 발에 무거운 족쇄를 달아놓고, 그 끝을
땅에 박아 놓은 기둥과 연결해놓으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새끼 코끼리는 절대로 그 족쇄를 끊고 달아나지
못한다. 물론 새끼 코끼리는 계속해서 도망을 가보려고 발버둥을 치며 이리 저리 움직인다. 하지만 새끼
코끼리에게는 아직 족쇄를 끊을만한 힘이 없다. 이러한 실패의 패턴은 키 3.5미터, 몸무게 4톤에 달하는
웅장하고 힘센 코끼리로 자란 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발에 묶인 쇠사슬을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든다.
때문에 조련사들이 성인 코끼리의 발에 아주 얇은 쇠사슬만 묶어놓아도 코끼리는 절대로 도망가지 않게 못하게
된다. 이 덩치 큰 코끼리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다.

수제자 베드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세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운다’는 사랑의교회 주일학교 교육철학에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자녀들이 하늘의 정체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 주눅들어 기죽어
살아가는 모습에 가슴 아파하신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긴 예수님처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장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다. 베드로의 삶이 예수님의 제자이길 소망하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도전과 위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음에도 스승을 배반하는 영적 실패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신앙의 자리로
도약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크고 작은 실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가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는 알고
있다.

Peter’s Lesson
베드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이다. 베드로는 최악의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 최고의 신앙의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누구나 실패를 경험한다. 그러나 그 실패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의

자리로 도약한 제자이기 때문이다.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도

신앙의 성패가 좌우된다. 신앙의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일어섰고, 복음서, 사도행전,

‘영적으로 실패하는 법’을 알고 있다. 베드로의 모습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압력에도 일어설 수 있는 소중한

서신서를 통해 등장하는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된 베드로였다.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를

영적 레슨을 주고 있다.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베드로는 새로운 도전과 대안이 되어줄 것이다.

첫째, 베드로는 고백을 통해 예수님과 확실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는 그저
평범하게 갈릴리에서 고기를 낚으며 인생의 허기를 채울 존재에 불과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혼돈의 세상
다음의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87,763,513" "1,893,873" 2021년 1월 7일자 코로나 19로 확진된
환자와 사망한 사람들의 통계이다(출처: https://corona-live.com/world/). 국내외 한국의 인구보다 많은
숫자가 코로나로 인해 확진되고, 서울 인구보다 많은 숫자의 사람이 사망했다. 각 나라마다 생사를 건 사투를

쓸 위대한 고백을 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요 11:27, 마 16:16, 막 8:29)
예수님께서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인생의 설계도까지 그려주셨다. 그의 고백으로 예수님과
베드로는 혈연보다 더 돈독한 하늘의 관계를 맺게 된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롬 8:35)이라도 이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었다.

벌이고 있다. 코로나19의 그늘이 언제쯤 끝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둘째, 베드로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회복을 경험한다. 수제자로 불리웠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편에서 늘 의로운

대한 공포, 상실에 대한 불안감이 세상을 뒤덮고 있다. 혼돈의 세상에서 신앙은 힘을 잃고 방황할 따름이다.

투사였다. 그러나, 십자가와 고난에 대한 예수님의 예언에 그 즉시로 반대했다가 호된 책망을 받는다(마

사탄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들을 무능력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몰아갈 것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상을 이겨 승리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권고하신다. 마치 자신의 가족과 일터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간 베드로처럼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세상에 짓눌려 두려움을 먹고 살아가는
패잔병이 되고 말 것이다. 여기서 세계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인 코끼리 이야기를 들어보자!

6

선택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겠다고 부르셨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베드로는 믿음의 역사를 새로

Jump Peter

16:22). 모든 사람이 위기 가운데 처한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끝까지 수제자다운 의리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당당함은 한낱 이름 없는 여종의 질문 앞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 이후
수제자 베드로는 실패의 패턴 속에서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 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시
다가가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은 실패 속에 무너져 내렸던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 21:15~17) 이 질문은, 비록 실패했지만 자신이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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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했다. 베드로는 충분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각 과의 개관

셋째, 베드로는 회복을 통해 위대한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소명자가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1과

만나기 전과 후의 베드로 인생은 확실히 달랐다. 성령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유대인 선교에 헌신했고, 주님이
주신 소명을 실천하는 말씀 전파자가 되었다. 성령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집중했으며 열방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셨던 주님의 약속처럼 “내 양을
치는” 목회자, 민족 공동체와 열방의 회복에 쓰임 받는 선교사, 주님의 진정한 수제자로 도약한 것이다.
베드로의 인생을 이미지로 표현해 본다면, V자 모양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제자들 가운데
주목 받기 시작했던 베드로! 그러나,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던 그리스도를 저주하며 부인
함으로 영적 바닥치기를 경험했던 베드로! 이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오순절과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반석’같은 지도자로 높이 쓰임 받은 베드로! 베드로의 드라마틱한 인생 여정은 한

2과

3과

디자인
테마 컨셉

Confession Island

V-Valley

Mission Castle

고백의 섬

승리의 계곡

사명의 성

제목

위대한 고백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변화된 제자로
살아요

본문

마태복음 16:13-20

마태복음 26:69-75
요한복음 21:15-18

사도행전 2:14~42

개인의 일생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원하는 모든 제자들의 삶의 패턴일 것이다.
[요 21:17]

Jump Peter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깔린 질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신앙생활 도중에 실패한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복을 경험한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드러난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새로운 사명을 따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Point

고백하라
Speak Up

일어서라
Rise Up

변화시키라
Change Up

Teaching
Guide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고백을
한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통해
기독교 역사의 화려인 신인으로
혜성같이 등장을 한다. 예수님은
이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씀하신다.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도 위와 같은
놀라운 신앙고백이 이어지고,
이 고백을 통해 기독교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원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실패하느냐, 실패하지 않느냐가
아니다.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인 것이다.
누구에게라도 밝히고 싶지 않은
크나큰 실수를 범한
베드로이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셨고, 회복될 수 있었다.
실패했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어린 제자들로 서게 하자.

깊은 실패와 좌절을 이겨낸
베드로는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지도자로 쓰임 받게 된다.
그는 실패를 통해 새로운 사명을
붙들게 되었고, 그 사명에 일생을
헌신한 사명자로 살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또한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위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 일에 동참하는 사명자들로
우리 아이들을 세우자.

Key Word

고백

Second Chance

사명

[마 16:16]

요절

우리 중 누구도 영적인 침체와 실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아이들 역시, 하나님 없는 세상과 학교와 친구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부인과 실패를 반복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은 부인되고,
자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영적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다.
우리 시대, 베드로와 같은 제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영적 침체와 실패의 고리를 깨뜨리고 교회와 열방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태풍처럼 살았던 제자 베드로! 죽음도 감당치 못했던 권능 있는 제자의 삶의 표준이 바로

[행 2:38]

베드로이다. 신앙의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일어섰고,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 초대 기독교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베드로! 우리는 과거에도 실패하는 연약한 인간이었고, 현재도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패하는 삶을 살고 있고, 미래도 이 실패의 패턴은 지속될 것이다.
베드로에게서 배우자.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의 순간에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것처럼, 실패한 우리를
찾으실 것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렇게 무너져 있지 말고,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실패를 피할 수 없다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패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자.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일으켜 더 큰
사명의 자리로 보내실 것을 기대하자! 이러한 의지와 삶을 살고자 하는 제자를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찾고 계신다.
그분의 심정(Heart)과 그분의 능력(Holy Spirit)으로 우리 시대의 베드로를 세우는 멋진 계절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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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고백의 섬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고백
읽을 말씀
마태복음 16장 13-20절

외울 말씀
마태복음 16장 16절

Q.우리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제자들의 고백은 무엇인가?

A.하나님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다.
4

point

고백하라! Speak U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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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교재

1과

Q and A
가버나움 북쪽, 40km 요단강의 원류를 이루는 조용한 지역인 빌립보 가이사랴는 군중들의 소란함과 외식
하는 자들의 질문 공세를 벗어나,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에 관한 중대한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택하신

위대한 고백

장소였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공적’인 선포가 끝나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운명에 관해 ‘사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넘어가는 가운데에 위치한다. (16:21 / 이때로부터~~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오늘의 대화는
예수님의 수난과 영광의 사역이 시작되기 직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던지신 예수님의 질문과 더불어 시작된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13절)”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소문과 추측들을
들어왔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변하는 선지자로 알려져 있었다. “세례요한, 엘리야,

고백(告白)에 대하여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6:14)”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질문을 바꾸신다. “너희는

우리 삶을 위대하게 만드는 고백들이 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러포즈 할 때 그 가슴 떨리던 고백을 오래도록

않으셨음을 주목해야 한다. 여기“누구라 말하느냐? “Who do you say I am?”(NIV) 에 사용된 ‘말하다(lego(헬)=

우리는 기억한다. 내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의 바꾸었던 그 고백을 말이다. 어떤 이에게는 첫 눈 내리는

say)’는 동사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어떤 ‘말’로 고백할 것인가? 라고 물으신 것임을 말해준다.

골목길의 추억일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떨리는 필체로 적어 내려간 편지의 기억일 것이다. 크리스챤이라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말’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었다. 이 질문을 받은 베드로는 메시야에 대한 모든 예언과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한 번쯤은 읽었을 것이다. 방탕했던 젊은 날을 회고하며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소망을 성취하시는 그 분, 왕이자 약속된 구세주로 오신 그분에 대한 경배의 표현을 입술로 고백하게 된다.

눈물로 고백했던 고대 기독교 성인의 이 진실된 고백은 기독교 사상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 100년 전 하얼빈

이 고백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의 하나’로 여기던 1세기의 통념과, 그분을 ‘성인(聖人) 중의 하나’로 여기는 21

의거 후, 일본 관동도독부 뤼순지방법원 법정에서 “나는 대한독립의군의 참모중장이다”라고 외쳤던 안중근의

세기의 통념을 부수는 선언적인 고백이었다.

고백은 한국 독립 운동사에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 일제 치하, 거짓 신을 향한 고백을 강요받던 조선의 모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16절)

나를 누구라 하느냐?(15절)”. 이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누구라 믿느냐?” 라고 묻지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참 기독인의 절개를 보여주었던,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옥중 고백을 기억한다.

우리 예수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고 그 고통 다 당하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체 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 <주기철, 옥중명상>

위대한 고백, 위대한 이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위대한 고백인 3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17절)” 이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의지와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고백이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향한
뜨거운 고백이 있는가?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는 어떤 고백이 있을까? 그들이 평생의 삶을 통해 붙들어
야할 고백이 있는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리스도의 질문 앞에 솔직히 서자. 이 질문에 무엇이라 답하는가 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을 결정짓고, 우리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진 고백이요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고백이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은 인간의 방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만 오는 것이다. 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하늘로부터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요, 하늘 아버지의 선언
이었기 때문이다.

영원(永遠)을 결정짓는다.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과 모슬렘 권의 크리스챤들은 이 고백에 생명을

둘째,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18절)”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걸어야 한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점검하자! “주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전능하신

사역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인해 주었다.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하신 예수님께서는 기쁨과

하나님이시며, 내 영혼과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는 이 위대한 고백을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의 심비(心砒)에

열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교회에 대한 비전을 선포셨다. 이제, 새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현할

새겨주자! 이를 위해, 그리스도를 향한 선명한 고백을 통해 기독교 역사에 혜성같이 등장하였고, 그의 삶 전체로

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신 것이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한 마스터

그 고백을 써내려갔던,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쓰임 받았던 제자 베드로를 만나보자!

플랜의 핵심은 바로 ‘교회’였다. 이 고백의 반석(petra, 페트라)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 개인의 삶도,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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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도, 교회의 영광도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서 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방법이요 계획이요 그의 몸이다. 바로

교사를 위한 말씀 묵상

우리가 교회인 것이다.

셋째,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19절)” 맺고 푸는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른다. 주인의 소유를
관장하는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 맺을 것이며, 그 뜻에 따라 풀 것이다.이 고백이 위대한 것은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의 기능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청지기 즉, 하늘나라를 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세상은 알지 못하는 복음의 비밀이다. 교회는 하늘의 대리자이고, 곧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사람들이고, 세상으로 보냄 받은 사람들이다. 교회는 그 ‘부르심’과 ‘보내심’의 주체이신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위에 이루어가는 청지기인 것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교회요 하늘의 대리자라는 영광스러운 선포인 것이다.

13

When Jesus came to the region of Caesarea
Philippi, he asked his disciples, “Who do
people say the Son of Man is?”

14

They replied, “Some say John the Baptist;
others say Eli- jah; and still others, Jeremiah or one of the prophets.”

15

“But what about you?” he asked. “Who do
you say I am?”

16

Simon Peter answered,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

Jesus replied, “Blessed are you, Simon son
of Jonah, for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by man, but by my Father in heaven.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18

And I tell you that you are Peter, and 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will not over- come it.

19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20

Then he warned his disciples not to tell
anyone that he was the Christ.

13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끝나지 않은 논쟁, 끝나지 않을 고백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논쟁들은 기독교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2세기 교부 이레니우스는 당시 그리스·로마 세계에서 두드러졌던 철학적·종교적 운동인 영지주의와
대적하여 그리스도 신앙을 지켜냈다. 4- 5세기 본격화된 기독론 논쟁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아리
우스와 인성을 부정했던 아폴리나리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칼케돈 회의(451년)를 통해 정리되는 듯 했지만,
오늘날 현대 신학과 역사적 예수 연구 운동을 통해 계속되어져 오고 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과거의 모든 역사와 현대 사회의 모든 논쟁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질문에 대하여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

쐐기를 박는 위대한 고백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의 베드로의 고백인 것이다. 나에게 그 동일한 고백이 있다면,

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 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 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야시요, 그분은 바로 지금 나의 삶과 인류 역사 속에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심을 선포하는 고백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고백을 생명처럼 붙들고 있다면,바로 우리가 그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것이다. 반석은 비와 바람 앞에서도 견고할 것이다(마 7:27).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 마음도 비전도 미래도 인생도 모든 것이 흔들린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반석이신 그리스도(고전 10:4)이실 것이다. 세상은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향한 견고한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영원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길 소망하며, 우리 시대 교회 역사의 주인공이길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입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 전존재적 고백을 올려드려라! Speak up! 위대한 그분께
위대한 고백을 드리라!

14

Jump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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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찰

1.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연구와
묵상

2. 베드로의 고백은 누구로 인한 것입니까?

(17절)

3.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며,
이것이 베드로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18~19절)

느낀점

결단과
적용

(16절)

4.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느꼈습니까?

5.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어떤 고백을 드려야겠다고
결심하셨습니까?

들어가는 말
베드로와 함께 떠나는 믿음의 모험에 참여한 친구들을 환영해요!

1과

자, 우리는 첫번째 여행지인 ‘고백의 섬’ 에 도착했어요. 이 섬에는 어떤 모험들이 숨어 있을까요?
너무 기대되죠? 우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준비하기
활동

Jump Peter

준비물

반 친구들이 바이블송으로 말씀
암송을 한 후, 미로 찾기 활동을 통해
마음을 연다.

어린이용 교재,
필기구

성경 이야기
성경 퀴즈 풀기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경 퀴즈를 푼다.

어린이용 교재,
성경책, 필기구

고백편지 작성하기

부록에 있는 고백편지를 이용하여
예수님께 고백편지를 작성한다.

어린이용 교재,
풀, 필기구

말씀 암송
미로 찾기

16

내용

전환하는 말
오늘은 베드로의 신앙고백에 대해서 배울거예요.
자, 그럼 출발하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13~20절!” 아멘! 좋아요! 그럼 고백의 섬으로 출발할게요!

학령기 |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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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칭 포인트
미로 찾기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고백’이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들어가는 말
친구들 중에 고백이란 무엇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tip

이 시간 미로 찾기 활동을 통해 고백에 대해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불러준 후
아이들이 따라하게 합니다.
한 번에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몇 소절씩 나누어서 합니다.

들어가는 말

알아볼 거예요. 미로를 통과하다 보면 질문들이
있어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적으며 무사히 미로를
통과 해 보아요.

활동방법

자~ 첫 번째로! 바이블송을 함께 부르며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선생님을 따라해 보세요!

미로를 통과하며 적은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게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십육장 십육절 말씀 아멘”

정리하는 말
이처럼 고백이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술로 말하는 것을 의미해요.

정리하는 말
와~ 정말 잘했어요! (짝짝짝~)

전환하는 말
이제 선생님과 함께 미로를 통과하면서 고백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정말 재미있겠죠? 그럼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볼게요!

18

Jump Peter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며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전환하는 말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을까요?
더 나아가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위대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학령기 |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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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그림
예수님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이동하시는 장면(마16:13)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지방에 있는 가이사랴로

티칭 포인트

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섬기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도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위대한 고백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두 번째 그림

들어가는 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위대한 고백을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선생님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마16:14~15)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이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라고 대답했어요.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한 번 더 물으셨어요.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활동방법

세 번째 그림

➊ 성경본문(마16:13~20)을 읽습니다.

예수님께 빌립보 가이사랴로

➋ 첫 번째 그림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동하시는 장면(마16:13)

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후,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 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➍ 배운 말씀을 정리하며 핵심 쏙쏙을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써 죄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할 사람을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 리 스 도 시요
살아 계신 하 나 님 의 아 들 이라고 고백했어요

의미해요. 즉 베드로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술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반석)다. 그 고백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그 무엇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나요? 오늘 함께 살펴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린
위대한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정리하는 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옆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아요!
20

Jump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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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에 동그라미 표시와
답안지에 적어 주세요.
티칭 포인트
➊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수님께 고백편지를 적어보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➋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3

➌

1

4

들어가는 말

2

(빨간색으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이 시간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구주인
예수님께 고백편지를 적어 보려고 해요.

핵심쏙쏙

교재에 나와있는 설명을 따라 고백 편지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만든 후 작성해 보아요.
그리고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나눠 보아요.

tip
➊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➋ 문제를 모두 푼 후 학생들과 1번부터 3번 문제의 답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세요

활동방법
➊ 부록에 있는 고백편지를 이용하여 설명에 따라 고백편지를 만들어 봅니다. (학생용 P)
➋ 고백편지를 만든 후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고백편지를 작성합니다.
➌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며,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제자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정리하는 말
친구들, 문제 다 풀어보았나요? 우리 1번부터 3번 답까지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훌륭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입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친구들이
되었 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핵심 쏙쏙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훌륭해요!

정리하는 말
다 작성했나요? 우리 한 명씩 나눠볼까요?(대답) 친구들이 적은 내용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와 같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친구들이 되길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침기도
전환하는 말
그렇다면 우리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22

Jump Peter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가 예수님께 드렸던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라고 고백했던 것 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위대한
고백을 드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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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

승리의 계곡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읽을 말씀
마태복음 26장 69-75절
요한복음 21장 15-18절

외울 말씀
요한복음 21장 17절

Q.우리의 질문
신앙생활 도중에 실패한 제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하나님의 대답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과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4

point

일어서라! Rise U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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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교재

Black Thursday

2과

그 시간(D-hour)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마 26:35)는
베드로의 호기에 찬 외침을 뒤로 하고, 겟세마네의 결사적인 기도를 지나, 지난 3년간 함께 사역하며 꿈을

V-Valley

나누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버린 지금(26:56), 가야바의 뜰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있다. 거짓 증인들의 비열한 증언들 속에(26:60), 대제사장은 신성모독죄를 선언했고(26:65), 성난 군중들은
사형을 요구했다(26:66). 하나님의 아들께서 로마 군병들에 의해 침 뱉으심과 주먹과 손바닥으로 맞으심을
당하고 계셨다. 이날, 예수께서 받으신 재판의 기록의 핵심은 베드로가 고백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두 얼굴의 사나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데에 있다. 대제사장은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녹색의 거구 헐크를 기억하는가? 온순한 과학자가 분노의 순간에 갑자기 몸집이 부풀어 오르며 거대한 괴력의

연결된다. 그 위대한 고백 직후에 예고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존재로 변신하는 모습에 열광했던 기억이 있다. 헐크는 정신적으로 억압된 과학자의 난폭하고 감정적인

가고 계셨던 것이다. 이제 군중의 관심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늘 있었던 베드로를 향한다.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마 26:63)”고 말한다. 이 질문은 베드로의 고백(마 16:16)과 바로

다른 자신이다. ‘두 얼굴의 사나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이 헐크 스토리의 모티프는 1886년 영국의 소설가
*3번의 부인, 그 실패의 크레센도

스티브슨이 발표한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Dr. Jekyll and Mr.Hyde)”로 알려져 있다. 지킬 박사는 모든
사람은 선과 악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을 그의 악한 면의 화신으로 바꿀 수

첫번째(마 26:70)

두번째(마 26:72)

태도

부인하여 이르되

내용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있고 선한 면을 순수한 선으로 만들 수 있는 약물을 창조해 낸다. 그 약물을 자신에게 사용하자 지킬의 선한
본성은 약해졌고 동시에 그의 악한 본성은 강력해지게 된다. 이 제2의 인격은 하이드라고 불리게 되며, 마침내
영원히 지킬 박사로 돌아갈 수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는 스토리이다. 이 소설은 겉으로는 체면을
차리면서도 속으로는 욕망으로 가득한 19세기의 근본적인 양분에 대한 꿰뚫는 듯한 묘사로 대표된다. 이
줄거리는 수많은 연극과 영화, 뮤지컬로도 각색되었다.

*크레센도 =cresc. 점점 세게

한 여종

대상

여기, 부르심과 고백을 통해 새로워진 한 사내가 있다. 시몬(갈대)이었던 그가 베드로(바위)라는 새로운

다른 여종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
하노라”

세번째(마 26:74)

곁에 섰던 사람들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 하노라”

이름을 얻게 되었을 때, 갈대처럼 연약했던 그는 바위 같은 견고함을 얻게 되었다. 그의 위대한 고백의 바위
위에 교회의 약속은 세워졌고, 가장 가까이에서 메시야를 수종 드는 으뜸 제자로서의 새 삶이 시작되었다.

3번의 부인, 그리고 닭 울음 소리. 모든 것이 예언 그대로였다. 쇠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한 개인의 내면에 갈대와 바위의, 즉 연약한 옛 자아와 새로운 자아의 두 자아가 공존하게 된 순간 갈등은

슬픔을 넘어선 극심한 고통의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그분은 재판, 모독, 사형선고를 통해 메시야적

시작된다. 이동원 목사는 그의 설교집에서 베드로가 실수를 하거나 실패할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시몬’이라고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분에게서 베드로라는 새 이름과 새 삶을 얻었던 그는, 그 분을 저주하는

부르신다고 지적한다. 법정에서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하실 때나, 실패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예수께서

자리에까지 내려가 있었다. 용납하기 힘든 실패의 순간이었다.

부르셨던 호칭은 “시몬아!” 였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었다고 해서 시몬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바위처럼
견고해 보였던 베드로의 내면에 갈대처럼 흔들리는 연약함과 실패의 가능성이 늘 존재했던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실패란 무엇일까? 북한 지하교회나 모슬렘 국가에서와 같이 회중 앞에서 그리스도를 저주해야

바닷가의 추억

하거나, 독재자의 우상 앞에 강제로 절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십자가 처형과 부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정점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실패자 베드로는 시몬으로서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의 삶에서 그리스도는 부인되고 있으며, 매일의 삶에서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본래적 삶의 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그 바닷가, 처음 소명을 받았던 자리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된다.

있다. 본문을 통해 만나는 베드로는 위대한 고백의 사람 베드로가 아니라, 극심한 영적 실패의 자리로 내던져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부르시던 이름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를 회복하시기

모습이다.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실패를 다루시는 주님의 특별한 방법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위해 세 번 물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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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말씀 묵상

*3번의 질문, 그 회복의 크레센도
첫번째(요 21:15)

질문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번째(요 21:16)

세번째(요 21:17)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대답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명령

“내 어린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마태복음 16:69-75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

베드로는 초대 교회의 반석 같은 지도자로 세워질 제자였다. 그의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비전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세 번의 질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비전을 확증하셨다. “내 양을 먹이라!”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는 서서히 회복되어 간다. 비록, 실패의 쓴 잔을 마셨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다 하매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날 사랑하는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나는 새롭게 될 것이다! 그날, 그 바닷가에서 그는 다시 시작하게 된다.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실패는 우리에게 연약함을 발견하게 한다. 실패는 우리에게 의지할 대상이 나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

사실을 체득하게 한다. 실패의 자리를 기점으로 우리의 영적 그래프는 ‘V-turn’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교훈이다.

거늘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

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실패의 골짜기에서 희망을 노래하다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
하니라

요한복음 21:15-18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Cialdini)는 <설득의 심리학>을 통해서, ‘사회적 증거의 법칙(social proof)’을
주장했다. 이 법칙은 사람들이 결정하고 행동할 때 주변 환경에 큰 영향을 받고, 다수의 행동이 맞다고 믿고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베드로에게 이르

따르게 된다는 주장이다. 식당을 선택할 때 사람이 북적대는 식당을 선택하게 되거나, TV 코미디에 계속해서

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

흘러나오는 가짜 웃음을 따라 웃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다수(多數)의 행동이 ‘선(善)’으로 인정받는 사회다.
내 행동의 기준이 타인의 행동인 시대, 영적 실패와 기준이 타인의 그것인 시대를 살아간다. 우리 시대 도덕

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불감증은 이미 심각한 수위를 넘어섰다. 영적 불감증 역시 위험수위다. ‘남들도 다 그래!’ ‘어쩔 수 없잖아!’라는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

말로 스스로 면죄부를 삼으며, 실패를 실패로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에 설득 당하고, 영적 실패를 실패로

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적 분위기에 설득 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다. 실패 앞에 솔직해지자. 신앙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훈련 받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 ‘시몬’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실패하는 자보다 더 미련한 자는 실패를 부인하는 자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실패의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 하느냐 하

가능성을 인정하고, 실패의 현실을 긍정하자. 슬픈 소식은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

기쁜 소식이 있다.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다. 베드로의 삶을 통해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음성이

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여! 실패의 자리, 통곡의 자리에서 그 분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라! Rise up!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

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28

Matthew 16:69-75
69 Now Peter was sitting out in the courtyard, and a

servant girl came to him. “You also were with Jesus
of Galilee,” she said.

70 But he denied it before them all. “I don’t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he said.

71 Then he went out to the gateway, where ano- ther

girl saw him and said to the people there, “This
fellow was with Jesus of Nazareth.”

72 He denied it again, with an oath: “I don’t know the

man!”

73 After a little while, those standing there went up to

Peter and said, “Surely you are one of them, for
your accent gives you away.”

74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Immediately a rooster crowed.

75 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

ven;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John 21:15-18

15 When they had finished eating,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ese?” “Yes, Lord,” he sai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Feed my lambs.”

16 Again Jesus said,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He answered,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ake care of my sheep.”

17 The thir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was hurt because Jesus
asked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He
said,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I
love you.”

18 Jesus said, “Feed my sheep. I tell you the truth,

when you were younger you dressed yourself and
went where you wanted; but when you are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dress you and lead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데려가리라
Jump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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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찰

1. 예수님의 제자임을 묻는 사람들의 말에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마26:70,72,74절)
➊ 70절
➋ 72절
➌ 74절

2.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요 21:15~17절)
➊ 15절
➋ 16절
➌ 17절

연구와
묵상

3.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어떤 심정으로 대답했겠습니까? (요 21:15~17절)

느낀점

4.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무엇을 느꼈습니까?

들어가는 말
베드로와 믿음의 모험을 하고 있는 친구들! 너무나 즐겁지요?

결단과
적용

5. 베드로는 비록 큰 실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는 자주 실패하는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기

준비

그럼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활동

말씀 암송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성경 이야기
성경 퀴즈 풀기
스티커 퍼즐 맞추기
Jump Peter

V자 모양의 깊은 계곡을 지나면서 오늘도 멋진 믿음의 모험을 함께 해보도록 해요!

전환하는 말

2과

30

오늘 우리는 승리의 계곡을 지날거예요.

내용

준비물

반 친구들이 바이블 송으로 말씀
암송을 한 후, 예수님께 잘못했어요
활동을 통해 마음을 연다.

어린이용 교재,
필기구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스티커
퍼즐을 완성한다.

어린이용 교재,
필기구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경 퀴즈를 푼다.

시작! “마태복음 26장 69절-75절, 요한복음 21장 15절-18절!”
좋아요! 그럼 이제 승리의 계곡으로 출발해 보아요!

어린이용 교재,
성경책, 필기구

학령기 |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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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칭 포인트
내가 예수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적어봄으로써 죄인임을 알게 합니다.

들어가는 말
이 시간 내가 예수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고 적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아래의 친구를 보면,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예수님께 어떤 잘못들을 했는지 보이지요?
입으로는 거짓말을, 생각으로는 예배시간에
다른 생각을, 마음으로는 친구를 미워하고,

tip

손으로는 동생을 괴롭혔어요.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불러준 후
아이들이 따라하게 합니다.
한 번에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몇 소절씩 나누어서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손으로 예수님께 어떤 잘못들을 했었는지
적어볼까요?

들어가는 말

활동방법

자~ 첫 번째로! 바이블송을 함께 부르며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잘못했던 것들을 몸의 각 부분(입, 생각, 마음, 손)에 맞게 적어보고 서로 나누어 보게

선생님이 먼저 한 줄 씩 불러주면, 친구들이 선생님 따라 함께 해보는 거예요! 알았죠?

합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 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정리하는 말
와~ 정말 잘했어요! (짝짝짝~)

전환하는 말
이 시간은 내가 예수님께 잘 못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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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는 말
다 적어 보았나요? 그러면 우리 서로 나누어 볼까요?(대답)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전환하는 말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배웠던 베드로도 예수님께
잘못을 했어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어떤
잘못을 했을까요?
이 시간 성경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tip
2과의 주제와 적용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잘못’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교재에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패’, ‘죄’, ‘큰 실수’, ‘넘어짐’을
‘잘못’이라는 쉬운 단어로

표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령기 |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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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티칭 포인트
성경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잘못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게합니다.

들어가는 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예수님께
잘못한 것은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잘못한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해요. 먼저 선생님 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 4.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어요 ]
이런 일이 두 번 더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에는 닭이 울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슬퍼하며 애통해 했어요.

[ 5.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다시 자신이 하던 어부의 생활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베드로는
깊은 죄책감을 가진채 살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아요!
[ 6.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

활동방법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➊ 성경본문(마:26:69~75, 요 21:15~18)을 읽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➋ 첫 번째 만화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후,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➍ 배운 말씀을 정리하며 핵심 쏙쏙을 함께 읽어봅니다.

[ 7.베드로가 대답했어요 ]
죄책감에 빠져있던 베드로는 입술을 열어 이렇게 대답했어요.“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잘못한 베드로를
회 복 시켜 주셨어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물으셨어요.
그러자 베드로는 한번 더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예수님께서 한번 더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했어요.

[ 1.예수님께서 잡혀가셨어요 ]
예수님께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셨어요.

[ 8.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베드로 를 포함한 제자들은 무서워서 모두 도망갔어요.

이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이 날 이후로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
님께서 잘못한 베드로를 용서 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잘못했
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 잘못했던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날마다

[ 2.한 여종이 베드로를 발견했어요 ]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혀 대제사장 가야바 앞으로 끌려 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중에는 방금전 도망쳤던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베드로는 대제사장 집 뜰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나 지켜 보고 있었어요. 그 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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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나를 회복시켜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리하는 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옆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아요!
학령기 |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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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을 교재에 적어 주세요.

티칭 포인트
스티커 퍼즐 활동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X

➊

➌

2

O

➋

명식

5

3

잘못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나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제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1

들어가는 말

4

(빨간색으로 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핵심쏙쏙

이 시간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스티커 퍼즐을
완성해 보려고 해요. 스티커 퍼즐을 완성하면
말풍선이 나올 거예요.

회복

말풍선에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을 적어 보아요, 그리고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나눠 보아요.

tip
➊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➋ 문제를 모두 푼 후 학생들과 1번부터 3번 문제의 답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세요

정리하는 말
친구들, 문제 다 풀어보았나요? 우리 1번부터 3번 답까지 큰 목소리 로 읽어 볼까요? 시작!
너무 훌륭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대답) 맞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잘못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활동방법
➊ 부록에 있는 스티커를 이용하여 스티커 퍼즐을 완성해 봅니다. (학생용 P)
➋ 스티커 퍼즐을 완성한 후, 나를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께 하고싶은 말을 적어 봅니다.
➌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어 봅니다.

정리하는 말
다 작성했나요? 우리 한 명씩 나눠볼까요?(대답)
예수님께서 잘못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해 주시고 회복 시켜
주세요.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회복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길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그러면 오늘 공과는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말씀을 정리하며 큰 목소리로 핵심 쏙쏙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훌륭해요!

전환하는 말
그렇다면 우리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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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늘 V자로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학령기 |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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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

사명의 성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제자로
살아요
읽을 말씀
사도행전 2장 14-42절

외울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

Q.우리의 질문
회복을 경험한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A.하나님의 대답
새로운 사명을 따라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
4

point

변화시키라! Chang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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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름교재

3과
Peter’s Preaching

다시 찾은 사명

유월절 어린양과 관련된 신비한 규례의 수수께끼가 이제야 풀렸다. 광야의 예언자 요한의 외침 그대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었다(요 1:29). 하나님의 어린양의 피흘림이 있었던 그 유월절 이후
50일이 지났다. 오순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임하였을 때, 제자들은 이전에 경험한 적 없는 강력한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존 스토트는 바람 같은
소리(행 2:2)는 권능을, 불과 같은 광경(2:3)은 정결을, 다른 방언들(2:4)은 교회의 보편성을 상징한다고 말한다.
성령의 강한 도래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교회사적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너에게 묻는다

사로잡힌 베드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회중을 향해 선포하기 시작한다.
베드로의 설교는 800년 전, 선지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선언하며 시작된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 안도현, <너에게 묻는다> -

부어 주리니(행 2:17)”에 사용된 “부어주다”는 말은 맹렬한 열대성 폭풍우가 쏟아지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단어는, 성령의 선물이 마치 폭우와 같이 풍성하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며, 쏟아진 비를 다시 모을
수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의 부으심이 가지는 궁극성, 그리고, 모든 인류를 향해 광범위하게 부어 지는 성령의
은혜의 보편성을 잘 묘사해 준다. 베드로는 이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2:23),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 나심(2:24), 하늘 보좌로 승천하심(2:33)을 선포한 후,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 지는 선물이 ‘죄의

거리에 뒹구는 연탄재를 소재로 한 이 시는, 비록 지금은 다 타버린 연탄재이지만 지난 시절 불같은 열정 으로

용서’와 ‘성령’이라는 복음 진리를 천명한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2:40)” 는 베드로의 강력한

활활 타오르던 때가 있었음을 상기시킨다. 이제는 아무 쓸모없게 된 연탄재. 그러나 이렇게 초라한 연탄재

도전 앞에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일지라도 눈 내린 겨울날 밤,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 하루살이는 가장 작은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2:41)”.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을

곤충류에 속하는 생물로, 애벌레의 기간을 제외하고 성충으로 사는 기간은 고작 1, 2주 정도라고 한다. 가장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령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탄생한 것이다.

작고 가장 짧은 생을 사는 생물이지만, 만약 하루살이가 없었다면 하루살이를 먹이로 하는 잠자리 개체 수가
줄어 가을날 잠자리의 추억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고, 만약 잠자리가 없었다면 잠자리의 정지비행에서 착안을 한
헬리콥터도 없었을지 모를 일이다. 흔히 신체 장기 중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맹장은, 유아기에 인체가
필요로 하는 유익한 박테리아들이 대장 내에 자리 잡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연탄재도 하루살이도
맹장도 저마다 존재의 이유가 있다. 비록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 그 존재를 통해 이루어야 할 필연적 임무가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의 신비에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베드로를 향해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하셨던 주님의 첫 부르심이
성취되는 순간이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는 그리스도의 약속이(마
16:18) 실현되는 순간이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 메시야의 왕국을 성취해 가시는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것이다. 이 날의 사건은, 제자 베드로가 그 실패로부터 회복된 이후 새로운 사명자로 도약
하였음을 보여주며, 앞으로 그를 통해 어떤 위대한 이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여주는 예표적 사건이었 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사명이 있다. ‘사명(使命)’에서의 ‘명(命)’은 ‘명령’을 뜻하지만, ‘목숨’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의 목숨을 바쳐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그 무엇, 그것이 ‘사명’인 것이다. 나에게도 내가 꼭 이루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임무, 목숨을 걸고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사명, 주일학교

부흥의 계보(系譜)

교사로서의 사명은 무엇인가? 본문에서 베드로는 영적 회복 이후 자신의 존재적 사명을 재확인한다. 사명의
확인 이후 초대교회의 반석 같은 리더로 도약하는 베드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나의 사명을

한 세대 전, 서울 여의도 광장에 1백만 명이 함께 모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를 외 던

다시 한 번 확인해보자.

‘세계 기독교 복음화 대회’(EXPLO 74)는 한국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1세기 전, 평양 장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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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말씀 사경회가 도화선이 되어 회개와 뉘우침, 새로운 삶을 선언하는 운동이 전국의 교회로 확산되면서
세계 부흥의 역사를 다시 쓴 1907년 평양 대 부흥 운동의 역사가 있었다. 18세기 미국의 대 각성 운동을 이끌
었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영국 최고의 설교자 조지 휘트필드의 부흥운동이 있다. 세계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계보를 좇아 거슬러 올라가보면 그 기원에, 1세기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그 중심에서 베드로를 만나게 된다.
그 오순절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 즉, 죄에 대한 자각과(행 2:37) 3000명의 회심(2:41), 널리 퍼진 두려운
마음(2:43)은 모두 ‘부흥’의 표지였다.
그 부흥의 계보 가운데 한국 교회가 있고 오늘 우리가 있다. 성령의 영감은 1세기 사도들에게만 주어졌지만,

예언하신 그대로의 영광스런 죽음을 맞이한다.
인생의 무대 앞에서 부흥의 주인공으로 설 오늘의 베드로는 누구인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전
존재적 신앙고백이 있는가? 우리는 실패를 부인하거나, 실패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백을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고백하기를 원하신다. 실패를 통과하여 다시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이제는 그 사명에 응답할 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흥의 계보를 잇는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다음세대를 위대한 고백과 부흥의 세대로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명자들이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켜라! Change up!

성령의 충만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오순절 위대한 부흥의 역사는 오늘도
되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쓰라린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처음 부름을 받았던 그 장소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의미는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
이상의 것이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사명을 회복하는 데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는 실패 이후에 비로소 영적인
회복과 새로운 존재적 사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새로운 사명자로 부름 받은 베드로는,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던 첫 순간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예루살렘을 넘어 열방으로 확산되는 위대한 순간에 사역했던,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자로 쓰임 받게 되었던 것이다.

to be continued...
이제 한국 교회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는 우려의 소리가 들려온다. 어떤 이들은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의
쇠락의 역사를 따라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역사의 자연적인 흐름인 것으로 받아들
이는 이들이 있다. 일부 교회의 부흥은 그저 성도들의 수평이동일 뿐이라는 냉소적 시선이 지배적이다. 과연
더 이상의 부흥의 역사는 없는 것인가? 1세기 교회가 경험했던 폭발적인 부흥과 세상을 향한 변혁적 속 성은
이제는 진정 과거의 역사일 뿐인가?
초대 교회 오순절 역사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세워주셨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
동의 중심에 간절하고 진실한 회개의 사람, 길선주 목사를 주인공으로 삼으셨다. 1974년에는 김준곤 목사를
사용하셔서 100만 명의 크리스챤이 열방을 품게 하셨다. 성령께서 사용하셨던 부흥의 주역들은 위대한 고백의
사람들이었다. 비록 실패하여 넘어지더라도 가장 낮은 실패의 지점에서 나를 회복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V-turn 을 경험했던 회복자들이었다. 그들은, 나를 부르셨고 회복하시는 그분께서 이 땅에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일에 나를 부르셨다는 선명한 사명에 붙들려 한 생을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가는 패기 있는 사명자들이었다.
베드로의 사명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역에서 끝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못 걷게 된 이를
일으키고(행 3장)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장본인(행 10장)이 되기도 하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예수님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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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말씀 묵상

27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

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28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사도행전 2:14-42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Acts 2:14-42

14 Then Peter stood up with the Eleven, raised his

voice and addressed the crowd: “Fellow Jews
and all of you who live in Jerusalem, let me
explain this to you; listen carefully to what I say.

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

으되
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

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22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
하셨느니라

15 These men are not drunk, as you suppose. It’s

only nine in the morning!

16 No, this is what was spoken by the prophet

Joel:

17 ‘In the last days, God says,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18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they
will prophesy.

19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 above and

signs on the earth below,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20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and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glorious day of the Lord.

21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22 “Men of Israel, listen to this: Jesus of Nazareth

was a man accredited by God to you by
miracles, wonders and signs, which God did
among you through him, as you yourselves
know.

23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23 This man was handed over to you by God’s set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24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25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뵈었음이여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26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

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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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and foreknowledge; and you, with the
help of wicked men, put him to death by nailing
him to the cross.

24 But God raised him from the dead, freeing

him from the agony of death, because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25 David said about him: “ ‘I saw the Lord always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

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31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
하시리라 하더니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28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s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29 “Brothers, I can tell you confidently that the

patriarch David died and was buried, and his
tomb is here to this day.

30 But he was a prophet and knew that God had

promised him on oath that he would place one
of his descendants on his throne.31

31 Seeing what was ahead, he spoke of the re-

surrection of the Christ, that he was not
abandoned to the grave, nor did his body see
decay.32

32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the fact.

33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34 For David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yet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

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37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 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

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26 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tongue re-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joices; my body also will live in hope,

27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he said, “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35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

36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37 When the people heard this, they were cut

to the heart and said to Peter and the other
apostles, “Brothers, what shall we do?”

38 Peter replied,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forgiveness of your sins. And you wi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Spirit.

39 The promise is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for all who are far off--for all whom the Lord
our God will call.”

40 With many other words he warned them; and

he pleaded with them,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41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three thous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42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the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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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관찰

1. 베드로의 선포에 따르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17~18절)
2.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한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38절)

연구와
묵상

3.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에게 찾아온 변화는
무엇이었습니까?(37절)

느낀점

4. 깊은 실패와 좌절을 이겨낸 베드로를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주님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결단과
적용

5.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명자로 살기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들어가는 말
친구들! 오늘은 베드로와 함께 떠나는 믿음의 모험,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3과

우리는 베드로와 함께 고백의 섬을 떠나, 승리의 계곡을 지나왔어요.

하기

오늘은 저 멀리에 있는 멋진 성, 사명의 성에 도착할 차례에요.

준비

우리 그러면 사명의 성으로 떠나 보아요.
활동
말씀 암송
숨은 그림 찾기
성경 이야기
성경 퀴즈 풀기

복음 문고리 카드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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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준비물

반 친구들이 바이블 송으로
말씀 암송을 한 후, 숨은 그림 찾기
활동을 통해 마음을 연다.

어린이용 교재,
필기구

부록에 있는 복음 문고리 카드를
만든다.

어린이용 교재,
필기구

성경 이야기를 듣고
성경 퀴즈를 푼다.

어린이용 교재,
성경책, 필기구

전환하는 말
그럼 먼저 사명의 성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어디인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은 본문이 길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14~21절과 36~42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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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칭 포인트
변화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는
것임을 알게 합니다.

들어가는 말
왼쪽 그림을 통해서 서로 다른 모습의 친구들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친구는 친구와 다투고 있고,
어떤 친구는 예배 시간에 졸고 있고,

tip

어떤 친구는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먼저 노래를 불러준 후
아이들이 따라하게 합니다.
한 번에 하면 어려울 수도 있으니
몇 소절씩 나누어서 합니다.

들어가는 말

이 친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알게 된 후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림에서 변화된 친구들의 모습을
찾아볼까요?

활동방법

자~ 첫 번째로 바이블송을 배워볼 거예요.

그림을 통해, 친구를 도와주며,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선생님이 먼저 한 줄을 부르면 친구들이 따라 부르는 거예요. 알았죠?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보는 아이의 그림을 찾게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정리하는 말
친구를 괴롭히던 아이는 친구를 도와주는 아이로 바뀌었고, 예배 시간에 잠을 자던 아이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게 되고,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아이는, 성경을 읽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어요.

정리하는 말
와~ 정말 잘했어요! (짝짝짝~)

이처럼 변화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전환하는 말
지난 2과에 배웠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잘못한

전환하는 말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이후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오늘은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 세 친구의 변화된 모습을 찾아볼 거예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정말 기대가 되죠?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볼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tip
변화라는 것은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아이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세요.

변화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까요?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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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칭 포인트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회복을 경험한
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그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네 번째 그림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찔려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들어가는 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배워 보려고 해요.
먼저 선생님이 성경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아요!

다섯 번째 그림
베드로가 다시 소리쳤어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활동방법
➊ 성경본문(행:2:14~21절, 36~42절)을 읽습니다.

여섯 번째 그림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 앞으로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➋ 첫 번째 만화부터 성경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➌ 성경 이야기를 들려준 후, 옆에 있는 문제를 풀어봅니다.
➍ 배운 말씀을 정리하며 핵심 쏙쏙을 함께 읽어봅니다.

변화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복 음 을 전했어요
일곱 번째 그림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먹을 것을 나누어
먹고 서로 교제했어요.

첫 번째 그림
오순절에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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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 번째 그림
이 날 이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변화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예요.

두 번째 그림
그 때, 변화된 제자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 높여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정리하는 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옆 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함께 풀어보아요!
학령기 | 교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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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칭 포인트

정답을 교재에 적어 주세요.

베드로와 같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➊ 회 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기로

예 수 그 리 스 도

성 령
➋

죄

결심합니다.

선 물

들어가는 말

세례

➌ 3번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어요.

V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핵심쏙쏙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복음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 복음 문고리 카드를
만들어 보아요.

tip
➊ 학생들이 성경 말씀을 함께 찾아보며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➋ 문제를 모두 푼 후 학생들과 1번부터 3번 문제의 답을 큰 목소리로 읽어보세요

활동방법
➊ 부록에 있는 복음 문고리 카드를 떼어 냅니다.(학생용 P)
➋ 내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친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편지를 작성합니다.
➌ 작성한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어 보고 복음 문고리 카드를 전달합니다.

정리하는 말
친구들, 다 풀어보았나요? 우리 1번부터 3번 답까지 큰 목소리로 읽어 볼까요? 시작!
와, 잘했어요! 변화된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베드로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말씀을 정리하며 큰 목소리로 핵심 쏙쏙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훌륭해요!

전환하는 말
그렇다면 우리 배운 말씀을 기억하며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정리하는 말
다 작성했나요? 우리 한 명씩 나눠볼까요?(대답)
와~ 다들 전도할 사람을 위해서 복음 문고리 카드를 잘 만들었어요. 친구들이 오늘 결심한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길 바래요. 선생님이 날마다 전도할 대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기도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마침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 처럼, 베드로와 같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축복 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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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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