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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 큰 나무
The Big, Big Tree
L E S S ON 9

REFERENCES: MATTHEW 13:31, 32; CHRIST’S OBJECT LESSONS, PP. 76-79.

씨앗을 심어 본 적이 있나요? 잘 자랐나요?
여러분은 계속 자라나고 있나요?

많

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

Have you ever planted a seed? Did it grow

fast or slow? Short
tall? Are you 해주셨
growing?
에게 하늘나라에
관한or이야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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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예수님께 나아온any
사람
중에는
of the
people
who came to listen

농부 아저씨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

to Jesus were farm-

ers who grew
things
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씨
in the ground. So Jesus

앗을 가지고
used a말씀하셨습니다.
little story about a seed to help them understand God’s kingdom, the place where He is King.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고 예수님께서
“God’s kingdom,” said Jesus, “is like a mustard seed.”
The people who were listening to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Jesus knew a mustard seed is tiny—

one of the smallest seeds they grew. But
기 억 절 Memory Verse “하나님 나라가 겨우 겨자씨앗 만큼

when a farmer plants that tiny seed in his field, it grows and grows

“Grow in the grace 작다고?” 겨자씨는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라고 농부들은
“그리스도의
은혜
until it becomes a big tree. Then birds come and build nests in its
. . . of . . . Jesus.”

와 저를 2아는
P E T E R 지식
3:18, NIV.
에서 자라가라”
The Message
(베드로후서
3:18)
God’s
love helps
us grow to be
more
like Him.
중심생각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을
더 닮도록 도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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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nches.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이 이 작은 씨앗을 밭에 심으면
What did Jesus mean by saying that a tiny seed is like God’s

kingdom? 큰 나무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그 나뭇
계속 자라나서
Jesus meant that the first time you ask Him to come and live in

가지에
둥지를
짓고
삽니다.
your
heart He
plants
a seed of love inside you. Every time you 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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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는 왜 하늘나라가 아주 작은 겨자씨 같다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마
음에 받아들이면 우리 마음에 작은 사랑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뜻입니다. 성경말씀을 읽고

s and every time you ask Him into your life, the plant grows bigger and stronger.

one can see it.기도하면
They know
that you have
God’s
love in your
heart.씨앗은
They know
마음속에
심겨진
예수님의
사랑의
쑥쑥that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ur best friend. Other people will want to be around you, just as the birds came to

주위에 of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마치 새들이 커다란 나뭇가지
nests in the branches
the mustard
tree.

what Jesus meant when He said that God’s kingdom is like a mustard seed.

기억절 외우기

기억절을 세 번 읽고 따라 써보세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

에 둥지를 짓고 살듯이 말입니다.

also meant that the story of His love would begin with just a few people. The

o knew Him when He lived on earth are like the tiny seed. As they told other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크게 자라나는 것입

ut Him, more people followed Him, like the plant that grew bigger.

해보기

me someone shares
니다. a Bible story or tells someone else about Jesus’ love for them,

f God’s love grows still bigger. When everyone who loves Jesus tells someone else

여러분이 아기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성장한 사진을
보세요.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과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도와줍니다.

the plant turns into a tree. More and more people want to hear about Jesus, just

부모님 싸인

want to rest under a cool shady tree, and birds want to build their nests in its
해보기

what Jesus meant when

ny seed is like God’s

작은 화분에 씨앗을 심고 어떻게 자라는지 관찰보세요. 키우고 싶은 식
물을 그려보세요.

meant two things.

is like a tiny seed

in your heart

you learn more
and as you ask

day to come

fe. And God’s

rows bigger

each time

se learns

ove. God’s

elp us grow
like Him.
마태복음 13:31, 32,
실물교훈 76-79

참고서적

알아보기

우리 마음에 떨어진 믿음의 씨앗이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42

38 •안교유치교과

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