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온라인 예배안내 ◇ 

8월 9일 어린이예배는 모든 주일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www.srccedu.com/edutv 에 방문하여 어린이를 위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온 가정이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도 예배의 은혜를 나누시고 각 가정이 예배의 모범이 되도록 부모님들께서 인도해 주세요 . 

 

    ★ 설교제목: 예수님이 화난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마태복음 8: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마 8:27) 

 

     ★ 설교요약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을 때 바다에 거친 바람이 불고 , 파도가 배를 덮었어요 . 제자들은 무서워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 도와 
달라고 했어요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고 책망하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 그랬더니 바다와 바람이 금세 잠자해졌어요 . 제자들은 큰 바다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고 깜짤 놀랐어요 . 예수님은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 우리도 모든 것에 주인되시는 예
수님께 순종해요 . 
 

 

 

      ★ Craft(잠잠해진 바다)  

     준비물— 빈 물병, 하얀종이, 그림자료, 양면 테이프, 크레용, 돌맹이, 가위. 

   ◦ <그림자료>를 출력 후 오린후 물고기는 자녀가 색칠하게 해 주세요 . 

   ◦ 하얀 종이에 자녀에게 바다 색을 칠하라고 해 주세요. 

   ◦ 자녀가 색칠한 종이를 찢어서 구겨서 물병에 넣게 해주세요. 자녀와 함께 마당에 나가서 작은 돌멩이를 주워오세요  

   ◦ 예수님과 물고기를 테이프로 물병에 붙여주세요. 물병을 자녀에게 흔들게 한 후”잠잠하라”고 말한 후에 흔드는 것을 

      멈추게해주세요. 잠잠하라는 말은 조용히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해주세요 . 이 세상을 지으신 예수님 앞에서는 무서운  

      파도도 물병의 물처럼 작은 존재라고 설명해주세요. 

 

           ★ 교육자료안내 

www.srccedu.com/resources 를 방문하셔서 프린트하여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할수 있는 Craft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억할수 있도록 자

녀들과 함께 해 주세요 . 

 

       ★ 자녀들과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입니다. 

1. 이세상 모든 것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인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2. 우리 자녀와 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간이 되게 하소서. 

3. 예배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멈추지 않도록 하소서 . 
 

 

       ★ 예배하는 모습 공유하기 

자녀들과 함께 예배와 Craft를 하셨다면 사진으로 기록하시고 함께 공유해 주세요 . 

《완성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