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 과제물 암송구절 

준비모임 일정표/교재/워크북/큐티책/영상주소 배포 

암송 및 과제물 안내 

없음 

1 10-10-10 훈련하기 (워크북에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1-2과 읽기 / 워크북: 1-2과 문제풀이 

[하나복 네트워크] 풍.삶.첫. 1-2강 강의보기 

베드로전서 1:3-4 

 

2 10-10-10 훈련하기 (워크북에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3-4과 읽기 /워크북: 3-4과 문제풀이 

[하나복 네트워크] 풍.삶.첫. 3-4강 강의보기 

베드로전서 1:23 

 

3 10-10-10 훈련하기 (워크북에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5-6과 읽기 / 워크북: 5-6과 문제풀이 

[하나복 네트워크] 풍.삶.첫. 5-6강 강의보기 

시편 23편 

4 10-10-10 훈련하기 (워크북에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7-8과 읽기 / 워크북: 7-8과 문제풀이 

[하나복 네트워크] 풍.삶.첫. 7-8강 강의보기 

“주기도문”으로 기도문 작성하기 (부록3 참고) 

요한복음 15장 1-5절 

 

5 10-10-10 훈련하기 (워크북에 기록하기) / 매일성경 큐티하기 

교재: 9-10과 읽기 / 워크북: 9-10과 문제풀이 

[하나복 네트워크] 풍.삶.첫. 9-10강 강의보기 

교재 ‘부록6’ (250-251페이지 참고하여) 간증문 작성하기  

(간증문 길이는 A4용지 3페이지. 글자크기 12 사이즈) 

로마서 8장 31-39절 

 

 

 

암송 구절 

1, 베드로전서 1장 3-4절, 23절 

(벧전 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벧전 1: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2. 시편 23편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 23:6)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3. 요한복음 15장 1-5절 

(요 15:1)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요 15:2)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케 하시느니라 

(요 15:3)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요 15: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요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4. 로마서 8장 31-39절 

(롬 8:31)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롬 8:33)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롬 8: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롬 8: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롬 8: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