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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04

08제 2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이집트에 내린 재앙, 이스라엘을 쫓아온 추격자 바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공과와 퍼즐게임

구름기둥과 불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긴 방법, 공과와 퍼즐게임

안녕! 앤프랜즈 친구들, 

우리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지, 또 이집트를 벗어나

광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탐험해 볼 거예요. 모두 준비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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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바로, 10(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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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왕                 가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담대히 이집트를 떠난                         민족들을 보며 바로는

뒤늦게 화가 났어요!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아 갔죠.

"저                         민족들을 모조리 잡아들여라!!"

큰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에는 거대한 

바다인                     가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큰일이야, 이러다 여기서 다 죽고 말겠어"

정답 : 이스라엘, 이스라엘, 홍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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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출애굽기 14:16)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세요

귀가 아플 정도로 시끄러운 곳에 가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향해                          를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고, 

곧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14:16)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고 있을 때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있어 도망치지 못하고 무서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홍해가 갈라져 길이 되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쫓아 올 때 모세에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아요. 

다음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무서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나요?

01

02

내용이해

적용

활동

출애굽기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를 위하여 

                는                            있을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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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홍해, 지팡이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혹독한 광야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더운 낮에는                           으로,추운 밤에는 

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답니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늘에서                  라는 것을 내려 주셨어요.

또                       라는 새를 보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돌봐주셨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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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구름기둥,  불기둥 정답 : 만나, 메추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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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말렉 민족이 이스라엘을 약탈하기 위해 쳐들어왔어요.

모세는                ,             과 함께 산에 올라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모세가 손을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때는 아말렉이 승리했어요.

기도의 힘으로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얻었답니다. 

2과
(출애굽기 17:11-13)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어려움은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와준 적이 있나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 17:11-13)

광야에서 잠시 쉬고 있던 이스라엘을 아말렉이 공격해왔어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산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지친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도 있었지만,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응답해주실 것을 믿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아말렉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아래 그림 중, 같은 것을 찾아 색칠해서 숨은 글자를 찾아보세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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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해

적용

활동

정답 : 아론, 훌, 들었을,  내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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