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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astors, we often hear parents sharing “I don’t know how to talk 

about God with my kids”, “I don’t know how to lead my kids spiritual-

ly”. So, we decided to make a weekly devotional for families. It will be 

a weekly series on the Gospel of Mark. Focusing on the ordinary and 

unexpected people, we pray you would join us in a journey of being 

discipled through the truths revealed through these encounters.

Why a family devotional?

목회자로써 우리는 교인들에게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하

나님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해야할지 모르겠어요”라는 이야

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가족이 함께 묵상할

수 있는 주간 영성훈련핸드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온 가

족 핸드북은 누가복음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들과 함께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평범한 인물들의 삶을 통해

서 예수그리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여정을 함께 걷기 원합니

다.

왜 온가족 영성훈련핸드북인가?



Each week consists of Biblical passage, which we encourage you to 

read with your children. For families who are not accustomed to 

reading the Bible, the Message is a wonderful translation that uses lan-

guage that is often more comprehensible. 

How to use the devotional?

우리는 여러분들이 매주 핸드북의 성경말씀을 여러분의 자

녀들과 함께 읽을 것을 권유합니다. 아직 자녀들과 함께 성

경을 읽기가 어려운 가정들에게는 쉬운 번역본 메시지 성경

을 읽을 것을 권유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성경을 보다 이해

하기 쉽게 번역되었습니다.

어떻게 핸드북을 사용할 수 있나요?

This section is meant to supplement the Biblical passage and help 

families better understand the passage.

Reflection

이 부분은 성경본문의 내용을 보충하고, 온가족이 본문의 

내용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위한 것입니다.  

묵상



Reflection is key to growing. The questions are meant to help both 

parents and children to take time to reflect. It is meant to connect your 

life with the Biblical story. 

Feel free to ask these questions to your children during your meal 

time, before bed, while you are driving your child somewhere, or any-

time throughout the day. These questions (variations of them or any 

other questions you have) are meant for you to converse with your 

child. Try not to ask them all the questions at once but focus on asking 

one suggested question each time. Use this time to listen to your child 

with curiosity and wonder. Try to refrain from nagging or fixing or dis-

ciplining them. Their answers are meant to help you understand how 

your child views God, themselves and the world. It might be helpful for 

you to think about how you can show God’s attentiveness and God’s 

love to them during this time. 

Questions for Children

묵상은 신앙 성장의 열쇠입니다. 여기 질문들은 부모와 자

녀 모두가 성경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

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성경의 이야기들과 

연결될 것입니다. 

식사 시간이나 침대에서나 자녀와 함께 운전할 때나 혹은 

하루 중 언제든지 여기 질문들을 자녀에게 들려주십시오. 

여기 질문들 (혹은 이 질문들을 조금 변형시키거나 여러분

이 생각해낸 또 다른 질문들)은 여러분의 자녀와 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번에 모든 질문을하지 말고, 한번에 한가

지 질문에 집중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한 질문



We offer you an exercise to do as a family. You can decide how often 

you want to engage with the activity and, you may even come up with 

your own way of wanting to engage with the passage of the week. But 

what is most important is to know that this is a time you are being 

asked to respond to God. 

Family Activity

우리는 여러분 가족 모두가 영성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다

양한 액티비티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이 

액티비티를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며, 여러분 가족만의 

방식으로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액티비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족 액티비티

 이 시간을 통해 호기심과 궁금증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들

어보십시오. 잔소리, 훈계, 벌주기는 삼가하십시오. 자녀들

의 대답은 여러분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 

보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위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

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

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생각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입니다.



# 1 :
Mar k  1 : 2 1 - 28
마가복음 1:21-28

p o s s e s s e d  m a n
귀신들린 사람



Authority over the demons/ teacher/ does not accept hollow praises

Theological Implication

귀신도 복종시키는 권위/권위있는 교사/텅빈 찬양은 받지 

않으심

신학적 함축

Jesus is no ordinary man, He is the TEACHER!

Everyone is amazed. 

But when a person with an impure spirit cries out, declaring who Jesus 

is and what He is able to do, Jesus silences him. 

Why does Jesus silence this man? 

One might think that Jesus would appreciate the free advertising be-

fore the synagogue crowd. But Jesus does not want impure testimony. 

He does not want hollow confessions. 

Jesus wants our lives to match what we say. 

Do we really mean what we sing when we worship? Are our prayers 

from the heart?

Compliments, praises, acknowledgements…we want it all, but not 

Jesus. He only wants pure praise—words that speak truth, words that 

we live out, words that are pure. 

Reflection: Words Matter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권위있는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소리를 치르며 예수님이 누구

인지 선포하자 예수님은 그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를 잠잠케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회당사람들에게 알리

셨을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포는 원하지 않으

셨습니다. 예수님은 텅 빈 믿음의 고백은 원하지 않으셨습

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시지를 

원하십니다.

예배중 찬양을 부를 때, 우리는 진정 믿음으로 찬양가사의 

내용을 고백하며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진정 마

음속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고백들입니까? 

칭찬, 높임, 인정 ... 우리는 이것들을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

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순전한 마음의 찬양을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은 진실한 

고백, 삶과 일치되는 고백, 마음에서 나오는 순전한 고백입

니다.

묵상: 말씀의 중요성



Are your words always true? 

When is it hard for you to say words that are true? 

How do you feel when people say words to you that are not true? 

Take a moment to reflect. If you were to search your heart and be 

honest with God, who would you say He is? 

Does your life demonstrate who God is? Why is it important that your 

life matches who God is? 

Questions for Children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항상 진실되나요? 언제 솔직한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이야기 하지 않을 때, 여러

분 기분은 어떤가요?

잠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안에서 솔직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나

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나요? 왜 여러

분의 삶과 하나님의 모습이 닮아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할까

요?

자녀들을 위한 질문:



Take time to share one thing you like and appreciate about each other. 

Make sure it is from the heart. Then give thanks to God for each other. 

Family Activity

가족 구성원들에게 고마운점을 한가지씩 생각해보고 그것

을 서로에게 나누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것은 

솔직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 모두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보세요

가족 액티비티



#2 :
Mar k  1 : 2 9 - 3 1
마가복음 1:29-31

s i c k n e s s  -  s i m o n  p e t e r ’ s 
m o t h e r - i n - l aw
병 –  베드로의 장모



Opportunity to express trust/hospitality

Theological Implication

신뢰/환대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신학적 함축

Simon Peter’s mother-in-law was not feeling well. But immediately 

after she was healed, she got up and began to serve those around 

her. The word “serve” comes from the word [diakonei`n]., which also 

meant to serve a meal. And, this is exactly what Simon Peter’s mother-

in-law does. She chooses to show her love and gratitude to Jesus by 

feeding Him and a dozen hungry disciples.

What we need to understand is that we are being invited to serve be-

cause this is who God is. He is the ultimate host. We see this through-

out the Biblical stories, such as the Manna in the desert, Jesus feeing 

the 5000, the Lord’s Supper and the washing of the disciples’ feet. All 

these stories reveal God who chooses to serve, to “diakonei`n”, to 

hospitably welcome His children. 

In Biblical times, extending hospitality was not a courtesy, it was an 

obligation. Through the welcoming of strangers, God was inviting His 

children to echo His character—that all may have the chance to taste 

joy of friendship. 

Reflection: Serving (hospitality)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은 몸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녀는 치유 된 직후 일어나서 그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섬기다”라는 단어는 [diakonei`n /디아코

네이]라는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또한 ‘식사 대접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대한 

그녀의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 예수님과 배고픈 열 두 제

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섬김을 배풀도록 초대받았

다는 사실입니다. 왜냐면 우리 하나님은 섬김의 하나님이시

기 때문입니다. 그는 최고의 호스트, 섬김의 하나님이십니

다. 사막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오 천

명을 먹이시고, 열 두 제자들에게 만찬을 나누시고, 제자들

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는 섬김의 주님을 

만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디아 코네이 (diakonei`n)” 

섬김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 된 우리를 환영해주시는 섬

김의 모습입니다.

성서 시대에 환대를 연장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 의무였습

니다. 이방인을 환대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이 그분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도록 초대하셨고 , 그로인해 

모든 사람은 교제의 기쁨을 맛볼 수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

습니다.

묵상: 섬김 (환대)



What makes you feel most welcomed and loved? 

Have you been welcoming people around you? Why or why not? 

When is it most difficult to welcome other people? Why? 

Do you think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regular” hospitality and 

Biblical hospitality? In what ways?

Is there anyone in your school or at church who may need the gift of 

being welcomed? 

Questions for Children

무엇이 여러분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나

요?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을 환영해주고 있나요? 왜 그렇게 하

나요? 혹은 왜 그렇게 하지 않나요?

언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환영하기가 힘든가요? 왜 그런

가요?

여러분은 일반적인 환대와 성경적인 환대가 다르다고 생각

하나요? 어떻게 다른가요?

여러분의 학교나 교회에 따뜻한 환대가 필요한 친구가 있나

요?

자녀들을 위한 질문:



Take at least 30 minutes this week to truly welcome your children. You 

can make a special meal and dress up in special clothes. You can take 

time to cuddle and read a book together. The purpose is to put aside 

our agendas and busyness to really be attentive and hospitable to our 

own family. 

Family Activity

이번주에는 30분도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의 자녀를 따뜻

하게 환영해주세요. 자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고 멋

진 옷을 입어보세요. 시간을 내어 자녀와 놀아주고, 책도 읽

어 주세요. 이 액티비티의 목적은 우리의 바쁜 일상과 분주

함을 내려놓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집중하며 나의 가족을 

섬기는 것입니다.

가족 액티비티

Invite someone over for a meal or for tea and dessert. Try to involve 

your children in the preparations. Allowing your children to participate 

and/or see how you welcome someone in your midst is a wonderful 

opportunity to model Biblical hospitality. 

Bonus Activity

누군가를 초대해서 식사대접 혹은 Tea 혹은 디저트를 대접

해보세요. 그리고 음식준비를 아이들과 함께 해보세요. 여

러분이 일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환영하고 섬기는지를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성경속의 섬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기회를 제공해주세요.

보너스 액티비티:



#3 :
Mar k  1 : 4 0 - 4 5
마가복음 1:40-45

l e p e r
나병환자



Fully developed – faith/submission, worship

Theological Implication

완전한 모습 – 믿음/순종, 예배

신학적 함축

In Biblical times, lepers were required to live outside the camp or the 

city. They lived in isolation from the community and could not ap-

proach healthy people. But in this week’s story, we see a leper ap-

proach Jesus because he recognizes Jesus and is convinced that Jesus 

could cleanse him. Without entitlement and without doubting Jesus’ 

ability, he humbly begs Jesus to heal him. He kneels as an outward 

expression of his love, submission and worship. 

Though we have lost the practice of kneeling in our churches, it is a 

powerful demonstration of how we need to enter His presence—with 

a heart of worship. It shows our recognition of who God is and our 

desire to acknowledge Him as king.1

Reflection: Kneel (as an act of worship)

묵상: 무릎 (예배의 모습)
신약시대에 나병환자들은 도시 밖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지역 사회와 고립되어 살았고, 건강한 사람들에게 

접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 이야기에서 나병환

자는 예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예수님께서 그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

다. 그는 자격은 없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했니다. 그가 예수님 앞

에 무릎을 꿇는 모습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과 순종과 

경배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무릎을 꿇는 습관을 잃어 버렸지만, 그것

은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야하는지, 즉 예배

의 마음을 강력하게 나타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자하는 우

리의 소망을 보여줍니다.

1 Alexander, T. Desmond and Brian S. Rosner, editors, New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Downers Grove, Ill: InterVarsity Press) 2000.

Do you love God? 

Would you say that God is your King?

 

Where in your life have you forgotten that God is King? (e.g. I forget 

that God is my king at school because I am so focused on my friends)

 

Where in your life do you know that God is your King? (e.g. I know God 

is my king when I read the Bible or when I am at home) 

Questions for Children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나요?

어느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잊어버리게 되나

요? (예: 나는 하나님이 왕이심을 학교에서는 잊어버려요. 

왜냐면 학교에 가면 나는 다른 친구들 생각만 하기 때문이

예요.)

어느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이심을 알게 되나요? (예: 

나는 성경을 읽거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되요.)

자녀들을 위한 질문:



Before your children go to bed, take a moment to pray. You can take 

turns naming one thing about who God is and kneeling down as a 

recognition that He is your king. 

(e.g. “God is _________ and (kneeling) He is my king!”)

Family Activity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먼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왕

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예: “하나님은 ______________ 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

고) 그리고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가족 액티비티



#4 :
Mar k  2 : 1 - 1 2
마가복음 2:1-12

h e a l i n g  o f  t h e  p a r a l y t i c

중풍 환자를 고치심



Faith in community/non Christian to the feet of Jesus (mission or goal), 

biblical friendship 

Theological Implication

공동체안의 믿음/예수님 발 앞에 나온 불신자(선교 혹은 목

표), 성경적 우정

신학적 함축

Confident that Jesus was caring and could heal, a paralytic man was 

brought to Jesus by friends. The paralytic man’s friends were anxious 

to get their sick friend healed, but they were unable to reach Jesus 

due to a large crowd. So, the friends dug through the roof of the home 

where Jesus was teaching. We do not know what people (and the 

home owner) were thinking as these friends destroyed the roof, but 

we do know that Jesus was moved by the friends’ persistence. 

True friendship goes the extra mile. In both classical and biblical tradi-

tions, a friend was a trustworthy counsellor and a loving support. Jesus 

said, “Greater love has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Jn 15:13

The Bible uses two consistent images in the way it describes friend-

ship. The first is the knitting of souls, where friends share their 

thoughts and feelings. This is well illustrated by Jonathan and David’s 

friendship: “The soul of Jonathan was knit to the soul of David, and 

Jonathan loved him as his own soul” (1 Sam 18:1 RSV; cf. 20:17). 

Reflection: Friendship



묵상: 우정
중풍환자의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친

구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며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

왔습니다. 그들은 병든 친구를 고치기를 열망했으나, 많은 

군중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들은 예수님 께서 가르치고 계신 집의 지붕을 파기 시작했

습니다. 우리는 이 친구들이 지붕을 파고 있을때, 그곳에 있

었던 다른 사람들과 그 집주인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이 친구들의 열정에 움직이셨음

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고전과 성경의 전통

에서 친구는 믿을만한 카운슬러와 사랑의 지지자로 표현됩

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복

음 15:13)

성경은 우정을 묘사하는 방식에서 두 가지 일관된 이미지

를 사용합니다. 첫 번째로 친구는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공

유하는 영혼의 뜨개질과 같습니다. 이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의해 잘 묘사됩니다. “요나단의 영혼은 다윗의 영혼

과 엮여 있었고 요나단은 다윗의 영혼을 사랑했습니다.”(삼

상 18 : 1, 20:17참조).

The second image that the Bible uses to represent friendship is the 

face-to-face encounter, the image used for Moses’ relationship with 

God in the tabernacle (Ex. 33:11; see also Num. 12:8). The face-to-face 

image is a conversation and a sharing of confidences, which leads to 

the meeting of minds, goals and direction. 



Tell me about your friends? 

What do you like about your friends? 

How is God similar or different to your friends? 

Questions for Children

여러분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세요

.

여러분은 친구들의 어떤점을 좋아하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친구들과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어떤 점

에서 다른가요?

자녀들을 위한 질문:

성경이 우정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는 두 번째 이미지는 얼굴

을 맞대고 만나는 것인데, 성막에서 하나님과의 모세의 관

계에 사용된 이미지입니다 (출 33:11; 민 12 : 8 참조). 직

접 대면하는 이미지는 대화와 마음의 공유이며, 생각, 목표 

및 방향의 나눔으로 이어집니다.

Family Activity
Take time to have a “face-to-face” encounter with your child. Try having 

an indoor tea party or cookies and milk. During this time, try to be-

friend your child, creating healthy attachments and good conversation. 

By making space to have face to face encounters with your child, you 

are preparing them to have healthy relationships with each other and 

ultimately with God.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녀들과 Tea/쿠키/우유 파티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세요. 건강한 애착

과 대화를 나누세요. 자녀들과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통

해,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가족 액티비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