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어린이 온라인 예배안내 ◇ 

6월 28일 어린이예배는 모든 주일예배와 함께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www.srccedu.com/edutv 에 방문하여 어린이를 위한 찬양과 말씀을 통해 함께 예배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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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교제목: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요한복음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요 9:39) 

 

     ★ 설교요약  

     예수님께서 날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만나셨어요 .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진흙을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자 맹인
의 눈이 깨끗이 나았어요 . 그런데 예수님을 싫어하는 바리새인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볼 수 있게되자 어떻게 눈을 뜰 수 있게 되었냐고 몇번이
나 묻고 확인했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믿지 못했어요 . 앞을 볼 수 없는 몸의 눈이 아픈 것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 닫힌 것이 진짜 맹인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 어린이가  되어요 ! 
 

 

 

      ★ Craft(믿음의 안경)  

     준비물 - 그림자료, 가위, 크레용, 테이프. 

   ◦ <그림자료>를 출력 후 가위로 예쁘게 오려주세요 . 

   ◦ <안경>을 크레용을 이용해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 

   ◦ 점선을 따라 <안경>을 접은 후 안경 다리를 테이프를 이용해 붙여주세요 . 

   ◦ <예수님>을 안경 덮는 부분에 붙여주세요 . 

   ◦ 안경을 쓰고 오늘의 말씀을 재연해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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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눈을 열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한주간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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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