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1
위대한 시작 The Story Begins
단원

첫 번째 이야기

과 제목

핵심 단어

두 번째 이야기

언약의 하나님
(창세기 12-50장)

핵심 교리

1

이런 게 창조지!

창조

창세기 1장 1~25절
고린도전서 8장 5~6절

26. 무(無)에서의 창조

2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6절~2장 25절

34. 하나님의 형상

3

실수라고 우길래?

타락

창세기 3장 1~24절

37. 죄 - 반역

4

죄 폭탄을 품지 마!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 1~16절,
25~26절

44. 세상에 미친 죄의 영향

5

꼭 살고 싶다면 방주로!

노아

창세기 6장 5~22절; 9장
1~11절

24. 하나님의 영광

6

바벨탑이 뭐가 문제야?

바벨탑

창세기 11장 1~9절

13. 초월적이신 하나님

7

복덩이가 된 사람 이야기

아브라함을 부르심

창세기 12장 1~4절; 15장
1~6절; 17장 1~14절

66. 선택

8

믿음은 이래!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과 이삭

창세기 22장 1~14절
히브리서 11장 17~19절

61.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

9

결점이 있어도 너를 사랑해

창세기 25장 19~26절; 26장
1~6절

18. 진실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창세기 1-11장)

본문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약속
을 받다

27. 창조의 선함

10 그 복은 내 거야

야곱과 에서

창세기 27장 1~40;
28:10~22

25.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

11 내 이름은 이스라엘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

창세기 32장 24~32절; 35장
9~15절

82.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

12 고난을 미워하지 마

요셉의 역경

창세기 37장 3~11절;
23~28절; 39장 21~23절

9. 전지하신 하나님

13 변하지 않는 것이 신실

많은 사람의 구원

창세기 41장 46~57절; 45장
1~15절; 50장 15~21절

16. 신실하신 하나님

구약2
하나님의 구출 계획 God Delivers
단원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하나님은 들으셔!

모세가 하나님과 말하다

출애굽기 2:23~3:17

43. 죄의 노예

2

은혜와 심판이 나란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

출애굽기 6:2~9; 7:14~18

30. 기적

구속하시는

3

유월절, 흠 없는 어린양

심판과 구원

출애굽기 11:4~8; 12:1~13,
29~32

42. 죄와 죽음

하나님

4

진퇴양난에서 죽을까 살까

홍해

출애굽기 13:17~22; 14:1~14;
14:21~31

78. 하나님의 백성

5

광야 훈련소로 집합!

광야 생활

출애굽기 17:1~7
고린도전서 10:1~6

35. 죄-과녁에서 벗어남

6

우상 숭배는 죄야!

금송아지

출애굽기 32:1~14

39. 죄-우상 숭배

7

십계명 돌판 하나!

계명(1부)

출애굽기 19:1~6; 20:1~11

22 한 분이신 하나님

8

십계명 돌판 둘!

계명(2부)

출애굽기 20:12~17

5. 성경의 권위

9

성막, 하나님의 집

성막

출애굽기 25:1~9; 39:32~43;
40:34~38

51.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10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 제사(1부)

레위기 1:3~9; 2:1~3; 3:1~5;
히브리서 9:12

59.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

11 속죄제, 속건제

속죄 제사(2부)

레위기 5:1~19
히브리서 9:13~14; 13:11~12

58. 속죄-만족설

12 모세의 고별 설교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10:12~22; 11:1,
26~28

15. 거룩하신 하나님

첫 번째 이야기

(출애굽기)

두 번째 이야기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구약3
약속의 땅 The Promised Land
단원

첫 번째 이야기

구세주 하나님
(민수기, 여호수아)

두 번째 이야기

통치자 하나님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민수기 13:1~2, 26~33;
14:1~20
민수기 21:4~9; 요한복음
3:14~15; 고린도후서 5:20~21

핵심 교리

1

메뚜기와 거인

약속의 땅 정탐

2

저길 봐, 은혜야!

놋뱀

3

여호수아와 열두 돌

요단 강이 갈라짐

여호수아 3:5~17; 4:19~24

12. 전능하신 하나님

4

기상천외한 승리

여리고 전투

여호수아 6:1~5; 6:15~25

45.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5

나 하나쯤이야?

아이 정복

여호수아 7:1~12, 19~8:2

42. 죄와 죽음

6

선택해! 하나님이야, 우상이야

이스라엘의 선택

여호수아 24:14~28

73. 칭의와 행위

7

자꾸자꾸 죄의 악순환

사사기의 악순환

사사기 2:11~19

17. 공의로우신 하나님

8

잊지 마, 노래로 기억해

드보라

사사기 4:1~7, 12~16; 5:1~11

65. 그리스도인의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9

겁쟁이에게 하신 약속

기드온

10 엉망에게도 희망이!

삼손

11 내가 보살펴 줄게

룻과 보아스

12 저, 부르셨어요?

사무엘이 듣다

사사기 6:11~16, 36~40;
7:16~22
사사기 14:1~9; 16:4~5,
15~30
룻기 1:1~9, 16~18; 2:1~3,
8~12; 4:13~17
사무엘상 3:1~4:1

69. 믿음
36. 죄 - 위반

67. 부르심
41. 죄책과 수치
19. 사랑이신 하나님
6. 성경의 명료성
7. 성령의 조명

구약4
왕국의 성립 A Kingdom established
단원

첫 번째 이야기

과 제목

핵심 단어

두 번째 이야기

가장
지혜로우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구함

사무엘상 8:1~22

5. 성경의 권위

2

첫 번째 왕, 사울이 어떻게?

사울의 몰락

사무엘상 15:10~29

10. 불변하신 하나님

3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

기름 부음받는 다윗

4

요나단, 신실한 친구여!

다윗과 요나단

5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윗에게!

다윗 언약

사무엘하 7:8~26

16. 신실하신 하나님

6

밧세바가 눈에 들어와

다윗과 밧세바

사무엘하 11:1~5, 6~17,
26~27; 시편 51:1~13

37. 죄 - 반역

7

지혜를 구하다니, 지혜롭구나

솔로몬의 지혜

열왕기상 3:5~28; 4:29~34

18. 진실하신 하나님

8

지혜란 이런 거야

잠언의 지혜

잠언 1:1~7; 3:1~8; 22:1~10

9. 전지하신 하나님

9

하나님의 집을 짓겠어요!

성전 건축

10 내 말을 잊었느냐? 어리석구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

11 헛되고, 충만하도다

전도서에 담긴 인생의 의미

12 어쩌다 고생!

욥의 고난

13 부르고 또 불러도 좋아

시편의 경배

하나님
(열왕기상,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핵심 교리

1

왕이신 하나님
(사무엘상하)

본문

사무엘상 16:1~13; 17:20~26,
33~37, 45~51
사무엘상 18:1~3; 19:1~7;
23:15~18

열왕기상 5:1~5; 8:10~14,
54~61
열왕기상 11:1~13,
누가복음 11:31
전도서 1:1~11, 3:16–4:3,
12:9~14
욥기 1:6~12, 20~22; 16:1~5,
18~22; 40:1~5; 42:7~9
시편 1편; 100편; 110편

52. 왕이신 그리스도
88. 교회의 덕을 세움

80. 성령의 전
38. 죄 - 이기심
1. 일반 계시
31. 악의 문제
89. 예배

구약5
선지자와 왕 Prophets and Kings
단원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바알 선지자들아, 한번 붙어 보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

열왕기상 18:17~39

13. 초월적이신 하나님

2

엘리야, 넌 혼자가 아니야

엘리야의 박해

열왕기상 19:1~18

14. 편재하신 하나님

계시하시는

3

나아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나아만의 치유

열왕기하 5:1~19상

41. 죄책과 수치

하나님

4

이사야, 네 죄가 보이느냐

이사야가 하나님과 만나다

이사야 6:1~8

15. 거룩하신 하나님

5

이사야, 고난의 종이 보이느냐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 52:13~53:12

61.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

6

히스기야, 네가 믿느냐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19:8~20, 32~37

24. 하나님의 영광

7

호세아, 내 마음을 알겠느냐

호세아와 고멜

호세아 1:2~9; 2:14~23; 3:1~5

20. 은혜로우신 하나님

8

요나, 저들도 내가 사랑한단다

요나

요나 1:1~5, 15~17; 2:7~3:5;
4:1~4

21. 자비로우신 하나님

9

요엘, 너는 말하여라

요엘

요엘 1:1~14; 2:12~14; 2:18,
25~32

68. 회개

10 예레미야, 내 말을 전하여라

예레미야

예레미야 1:4~10

87. 전도

11 예레미야, 희망을 선포해라

새 언약

예레미야 17:1~10; 31:31~34

12 시드기야, 네 고집으로 망하리라

예루살렘의 몰락

역대하 36:11~21
예레미야 38:14~18, 24~28

36. 죄-위반

13 에스겔, 이것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의 환상

에스겔 37:1~14

96. 부활

첫 번째 이야기

(열왕기상하, 이사야)

두 번째 이야기

사랑을 구하시는
하나님
(선지서들, 역대하)

65. 그리스도인의 삶에서의 성령의
사역

구약6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 Exile and Return
단원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낯선 땅에서도 나는 지킬 거야

포로로 유배 중에도 신실함

다니엘 1:1~21

82.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

2

그까짓 거, 두렵지 않아!

불로 시험을 받음

다니엘 3:8~30

84.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보존하시는

3

벽에 쓰인 경고문이 보이느냐?

손이 벽에 글을 쓰다

다니엘 5:1~9, 13~31

12.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4

사자 굴도 무섭지 않아

다니엘이 구원되다

다니엘 6:1~28

81. 신자의 제사장직

5

돌아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고향으로 가는 여정

에스라 1:1~8, 3:1~13

8. 성경의 보존

6

오직 하나님만이 사시는 집

성전 재건

에스라 4:1~7; 5:1~5; 6:13~22

4. 성경의 무오성

7

바로 이때를 위해서였구나

에스더가 모든 위험을 감당
하다

에스더 4장

28.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이야기

8

이건 몰랐지? 위대한 반전!

하만의 몰락

에스더 6:6~11; 7:3~10; 9:1~2

53.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공급하시는

9

진짜 기도를 가르쳐 줄게

느헤미야의 기도

느헤미야 1:1~2:8

29. 기도와 섭리

10 기도하며 함께 이겨내자, 끝까지

성벽 재건

느헤미야 4:7~14; 5:1~13;
6:15~16

90. 사회적 관심

11 말씀을 들을 시간이야

말씀에 집중하다

느헤미야 8:1~12

3. 성경의 영감

12 최고의 분에게 최고의 것을!

피상적인 예배

말라기 1:6~14; 3:7~12; 4:1~6

89. 예배

첫 번째 이야기

(에스라, 다니엘)

하나님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신약1
위대한 복음 The Rescue Begins
단원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두둥! 드디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마태복음 1:1~17

47. 예수님의 인성

2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

누가복음 1:26~38, 46~55

32. 천사

예수님,

3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1~12;
누가복음 2:1~20

49. 동정녀 탄생

하나님의 아들

4

예수님도 소년 시절이 있으셨어

어린 시절의 예수님

누가복음 2:40~52

48. 예수님의 무죄성

(마태복음, 누가복음)

5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3:1~17

92. 세례

6

예수님은 시험을 피하지 않으셨어

시험을 이기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1~11

40. 시험과 죄

7

예수님의 제자들 좀 봐!

제자를 부르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17~22; 9:9~13

86. 제자도

두 번째 이야기

8

어떻게 다시 태어나느냐고?

거듭남

요한복음 3:1~21

70. 거듭남

우리 가운데

9

예수님을 사랑한 세례 요한

쇠해 가는 요한의 사역

요한복음 3:22~36

87. 전도

10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좀 주소!

우물가의 여인

요한복음 4:1~42

11. 무한하신 하나님

11 너무 가까워서 못 알아보다니

배척당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4:14~30

50.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12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나무에 오르는 삭개오

누가복음 19:1~10

20. 은혜로우신 하나님

첫 번째 이야기

계신 하나님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신약2
비유와 기적 Stories and Signs
단원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씨 뿌리는 농부는 땅을 가리지 않아!

씨 뿌리는 자와 땅

마가복음 4:1~8, 14~20

2. 특별 계시

2

용서의 블랙홀이 되고 싶니?

무자비한 종

마태복음 18:21~35

21.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생의 증거를 보여 봐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5~37

90. 사회적 관심

4

잃어버린 두 아들

잃어버린 두 아들

누가복음 15:11~32

68. 회개

5

꼿꼿한 사람 옆의 고개 숙인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

누가복음 18:9~14

72. 이신칭의

6

내 아들까지 해치려느냐?

악한 종

마태복음 21:33~46

98. 지옥

7

붉은 잔에 담긴 사인

물이 변하여 된 포도주

요한복음 2:1~12

30. 기적

8

하늘의 떡을 먹어 봤니?

하늘에서 내린 떡

마태복음 14:13~21

46. 예수님의 신성

두 번째 이야기

9

왜 두려워하니? 내가 있는데

물 위를 걸으심

마태복음 14:22~33

27. 창조의 선함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

10 너의 죄를 사한다

중풍 병자

마가복음 2:1~12

51.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11 모두가 두려워 떠는 분

귀신 들린 사람

마가복음 5:1~20

33. 귀신

12 두렵니? 못 믿겠니? 난 누구도 놓지 않아

아픔과 죽음을 이기는 권
세

마가복음 5:21~43

41. 죄책과 수치

13 다시 사는 것을 믿니?

일으켜진 나사로

요한복음 11:1~7, 17~44

94. 죽음 이후의 삶

첫 번째 이야기

비유로 말씀하신 3
예수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신약3
십자가와 부활 Jesus Saves
단원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해 주었구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

마태복음 26:6~16

59.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

2

예루살렘 성문을 열어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
수님

마태복음 21:1~17

80. 성령의 전

3

최후의 만찬이 될 줄이야

최후의 만찬

마태복음 26:26~30; 요한복음
13:1~15

93. 성만찬

4

배반의 밤이었어

체포되신 예수님

마태복음 26:36~49, 56,
59~66

60.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

5

십자가에 달린 왕을 본 적 있니?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태복음 27:15~51

61. 대속 제물이신 그리스도

6

다시 살아나신 왕을 본 적 있니?

부활하신 예수님

마태복음 28:1~15

77. 영화

7

엠마오를 향해 터덜터덜 걷다가

뜨거워진 마음

누가복음 24:13~35

7. 성경의 조명

8

약속한 대로 내가 돌아왔다

제자들을 보내신 예수님

요한복음 20:19~23

23. 삼위일체 하나님

부활한 왕이신

9

네 안의 도마에게 말한다

의심을 넘어섬

요한복음 20:24~29

69. 믿음

예수님

10 다시 한 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요한복음 21:1~23

74. 죄의 전가

11 땅끝까지 가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가서 전하라

마태복음 28:16~20

85. 교회의 사명

12 이것은 헤어짐의 약속이 아니야

승천하신 예수님

사도행전 1:4~14

54.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첫 번째 이야기

구원자이신
예수님
(마태복음,
요한복음)

두 번째 이야기

(복음서, 사도행전)

신약4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The Church on Mission
단원

첫 번째 이야기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두 번째 이야기

보내시는 하나님
(사도행전)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약속된 성령님이 드디어 오시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

사도행전 2:1~4, 32~47

63. 성령의 신성

2

성령님과 함께하니 두렵지 않아

담대해진 제자들

사도행전 3:1~10; 4:5~31

64. 성령의 인격성

3

베푸는 게 기쁨이야

나눔 공동체가 된 초대교회

사도행전 4:32~5:11

90. 사회적 관심

4

스데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다

첫 번째 순교자

사도행전 6:8~15; 7:44~60

94. 죽음 이후의 삶

5

빌립, 가서 복음을 전하다

에디오피아인 여행자

사도행전 8:26~40

85. 교회의 사명

6

안 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께로

고넬료와 만나는 베드로

사도행전 10:1~16, 34~48

25.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행동

7

사울이 바울이 되다니

박해자에서 복음 설교자로

사도행전 9장 1~25절

67. 부르심

8

교회, 파송하고 선교하다

초기 선교사들의 사역

사도행전 13:1~3; 14:8~28

84. 교회와 하나님 나라

9

믿음이면 충분해

오직 그리스도

사도행전 15:1~21

73. 칭의와 행위

10 복음은 모두를 향해 달린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구원

사도행전 16:11~34

82. 신자의 새로운 정체성

11 알아들을 수 있게 전해 줘

문화를 사로잡음

사도행전 17:16~33

87. 전도

12 지금 있는 곳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선교사로 살아가기

사도행전 18:1~4, 24~28;
20:17~24

86. 제자도

신약5
하나님의 편지 Letters to God's People
단원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복음을 위해 꿋꿋하게 버틸 거야

복음으로 굳건함

갈라디아서 2:11~21

72. 이신칭의

2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하나

십자가로 하나 됨

고린도전서 1:10~31

79. 그리스도의 몸

3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긍휼이야

공평하게 대함

야고보서 2:1~13

17. 공의로우신 하나님

4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새로운 정체성

베드로전서 2:1~17

78. 하나님의 백성

5

참된 사랑을 보여 줘

행동하는 사랑

요한일서 3:10~18

19. 사랑이신 하나님

6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전서 4:11~16디모데후서
4:1~8디도서 2:11~14

3. 성경의 영감

7

한때는 죄의 종,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됨

로마서 8:12~39

75. 양자 됨

두 번째 이야기

8

멀어졌던 하나님과 이제는 함께해

믿는 자들의 교제

로마서 12:9~18고린도전서
1:9빌립보서 1:3~7

71. 그리스도와의 연합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9

진짜는 열매로 알 수 있지

성령 안에서의 삶

갈라디아서 5:16~26

76. 성화

10 백전백승, 천하무적 전신 갑주

영적 전쟁

에베소서 6:10~20

32. 천사
33. 귀신

11 아낌없이 준다는 것은

관대한 삶

고린도후서 8:1~15; 9:6~15

55. 속죄 - 도덕적 감화설

12 믿음은 믿음에서 흐른다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1~13; 12:1~2

69. 믿음

첫 번째 이야기

지도하시는
하나님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일서)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히브리서)

신약6
다시 오실 그리스도 Come, Lord Jesus
단원

과 제목

핵심 단어

본문

핵심 교리

1

결코 혼자가 아냐! 예수님이 함께하셔

바울을 해치려는 음모

사도행전 23:1~24

16. 신실하신 하나님

2

세상의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을 바라봐

세상의 왕들과 맞서게 된
바울

사도행전 24:22~27; 25:1~12;
26:24~32

17. 공의로우신 하나님

3

배는 깨져도 약속은 깨지지 않아

파선

사도행전 27:13~44; 28:11~16

85. 교회의 사명

내가 늘 기쁜 이유를 말해 줄게

옥중에서 기뻐한 바울

빌립보서 1:12~30

88. 교회의 덕을 세움

5

알고 있니? 화목하게 하시는 분을

위대하신 그리스도

골로새서 1:15~2:3

62.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

6

오네시모는 내 친구, 내 형제야

빌레몬과 오네시모

빌레몬서 1:8~22

91. 가족 관계

7

설레는 기다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

주님의 날

데살로니가전서 4:13~5:11

97.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들

8

거짓 가르침? 아웃!

믿음을 수호함

유다서 1:3~4, 17~25

45. 하나님께 저항하는 세상

9

예수님이 왜 늦게 오시는지 알아?

예수님을 기다리다

베드로후서 3:1~13

95. 재림

10 요한이 받은 계시를 들려줄게

요한이 계시를 받다

요한계시록 1:9~20

24. 하나님의 영광

11 잊지 마! 일곱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2:1~7; 3:1~6

83. 그리스도의 신부

12 찬송과 존귀와 영광!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

요한계시록 4:2~5:14

89. 예배

13 사랑하는 예수님과 영원히 살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21:1~8; 22:1~5,
8~15

99. 새 하늘과 새 땅

첫 번째 이야기

만물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4
(사도행전, 서신서)

두 번째 이야기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서신서, 요한계시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