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_Feb_24 Dream Church Sunday School
가인과 아벨 이야기 (죄를 다스리기 원하세요!)-본문말씀

창세기 4:6~8

6.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면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낮을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
이니라.
마음두드림(성경 파노라마 이야기 듣고 활동하기)-그림 속 인물의 이름을 완성해 적어 주세요.
성경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가인과 아벨', 가인이 자신이 농사지은 곡식을, 아벨은 자신이 가르던 양의 첫
새기를 각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나 웬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 으락푸르락 얼굴색이 변할 만큼 잔득 화가 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마씀하셨어요"
외 네가 화를 내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하니 죄가 너의 마음 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호시탐탐 너를 다스리려고 하는구나.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마음에 있는 죄에 대해 경고하셨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말씀 배우기 창세기 3:1-4:15)
창세기 4:7, 로마서 3:23

Cain and Abel story (I want to rule sin!) - Genesis 4: 6 ~ 8
6. Then the LORD said to Cain, "Why you are angry?
7. Why is your face downcast? If you do what is right, will you not be accepted? But
If you do not do what is right, sin is crouching at your door; it desires to have you,
but you must master it.“
8. Now Cain said to his brother Abel, Let’s go out to the field. And while they were
in the field, Cain attacked his brother Abel, you must master it.
Bible Story: Adam and Eve had two sons.
Their names were Cain and Abel, and Cain offered the grain of their farming, and Abel
offered the first of their sheep to God. But for some reason God received Abel's
sacrifice."I was angry enough to change the complexion, and then God told Cain." Do
you get angry? You are not right, sin is crouching at the door of your heart.
You're trying to sit down and take control of you. You must rule the sin well.
God warned of the sin in Cain's heart, but Cain did not rule over sin, and eventually
sinned to kill Abel his younger brother.
Learning the Word From (Genesis 3: 1-4: 15)
Genesis 4: 7, Romans 3:23

Jesus loves you & offers you a wonderful plan in your life.
all. Thank you! Joseph Teacher!

God bless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