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혜존욥

. 교사는 첨부된 파일을 출력해서 아이들에게 활동 방법을 설명한다. 

(활동 방법은 출력된 인쇄물 하단에 기재되어 있음)

. 학생들은 (  )안을 채우고 선생님의 안내를 따라 계단 오르기 게임을

한다. 

고백의 계단 

활동방법

활동방법

활동방법

욥 이야기 복습활동 

Kinh Thánh Tham Khảo  :  GIÓP 1 : 1 - 22

1 . ÔNG GIÓP SỐNG Ở ĐÂU

2. TẠI SAO SA-TAN NGHĨ ÔNG GIÓP LẠI YÊU MẾN CHÚA

3 . ÔNG GIÓP ĐÃ BỊ MẤT NHỮNG GÌ

4 . KHI BỊ LẤY MẤT MỌI THỨ ÔNG GIÓP ĐÃ LÀM GÌ

5 . VẬY ÔNG GIÓP CÓ TIN KÍNH CHÚA HAY KHÔNG

A.  NI - NI - VE B.  AI - CẬP

B.  BỚI VÌ CHÚA BAN CHO ÔNG GIÀU CÓ C.  VÌ ÔNG CÓ THỂ LÀM PHÉP LẠA.  VÌ CHÚA CHO ÔNG CUỘC SỐNG HẠNH PHÚC

A.  CON CÁI

A.  xé áo choàng

A.  có b.  không

b.  ngợi khen chúa c.  cạo �ầu

b.  gia súc c.  vợ

C.  ÚT - XƠ

.교사는 첨부된 파일을 출력하여 학생들에 나눠준다. 

.학생들은 활동지에 적힌 성경구절을 참고하여 맞는 답에 표시한다.

고난중의 믿음 

.파일을 양면으로 인쇄하여 학생들에게 나누어준다.

.싸인펜, 색연필 등 글자를 색칠할 것들을 준비한다. 

.점선을  따라 접고 욥의 고난 받기 전과 고난 받은 후를 비교하며 설명한다.

- 고통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경험하였어요. 

-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욥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큰 능력과 권능의  하

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  여러분도 욥과 함께‘고백의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말로 고백해보아요. 

2.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4.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5.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6.하나님은.............................. 분이십니다.

3.하나님은........................ 분이십니다.

7.하나님은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게임 방법 (고백의 계단 활동지)

1.빈칸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자신의 말로 쓴다. 

2.두 명씩 짝을 이뤄 가위바위보를 한다. 

3.이긴 사람이 먼저 한 계단을 오르고  계단에 적힌 내용을 크게 읽는다. 

4.반복해서 활동하고 욥이 있는 곳까지 먼저 도착하면 승리한다.  먼저 맨 위에 오른

사람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다.

어떤 상황 속에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세요. 

1.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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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많은 하인들

7000

3000

500

500

10명의 자녀

140세까지 장수한 욥

after

14000

6000

1000

1000

욥처럼 언제나 
하나님을      으세요. 
하나님께서
              게 
우리를                 실
거에요. 
하나님은 욥을
         하게 하셨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