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 at the Movies

Name: ________________ 

Date:   ________________

Watch a clip. Hear God’s Word. Grow together. 
영화를 보세요. 복음을 들으세요. 함께 성장하세요 

PAR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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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Many are the plans in a person’s heart, but it is the Lord’s purpose that prevails. 

Proverbs 19:21 NIV 
PART 1: Divine                       . 

God planted                        in the human heart 
He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and appropriate in its time. He has also planted 
eternity [a sense of divine purpose] in the human heart [a mysterious longing which 
nothing under the sun can satisfy, except God]—yet man cannot find out (comprehend, 
grasp) what God has done (His overall pla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Ecclesiastes 3:11 AMP 
I know, Lord, that a person’s way is not in himself, Nor is it in a person who walks to 
direct his steps. Jeremiah 10:23 NASB 
A person’s heart plans his way, but the Lord determines his steps. Proverbs 16:9 CSB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1 Peter 5:7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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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으나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뤄진다.  

잠언 19:21 우리말  
파트 1: 신성한           .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에           을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고 알맞게 만드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사람에게 영원[신
성한 목적 의식]을 생각하는 마음[하나님 외에는 태양 아래서 아무것도 만족시킬 수 없는 신비한 
갈망]을 주셨다. 그렇지만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그분의 전반적인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낼 수는(이해할 수는, 파악할 수는) 없다. 전도서 3:11  
여호와여,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음을, 또 발걸음이 향하는 것이 걷는 사람에게 있지 않음
을 제가 압니다. 예레미야 10:23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한다 해도 그 걸음은 여호와께서 이끄신다. 잠언 16:9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베드로전서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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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p Po get to the 
noodles at the 
center of the maze



1. If needed, share your name and then answer the question:  
“Would you rather be the best at your worst job or the worst at your                job? 
Why?” 

필요하다면 이름을 나눈 다음 질문에 답하세요. “최악의 직업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직업에서 최악이 되는 것이 좋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Discussio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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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 a picture of what you think a fun job might be. 
재미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직업을 그려 보세요.

토론 질문



2. What are some                   in you that this world has not been able to fully satisfy? 
이 세상이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었던 당신의          은 무엇입니까?

4

What are some things Po said or did that showed he wasn’t 
happy about just making noodles? 
포가 그저 국수 만드는 것에 행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말이
나 행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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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hy is it difficult for many of us to trust God completely with our                 ? 
왜 우리들 중 많은 이들은 우리의          에 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려
울까요?

Why did Master Shifu believe that Po was NOT the Dragon 
Warrior? 
왜 시푸 사부는 포가 용의 전사가 아니라고 믿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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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will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4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5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also in Him, and He will do it. Psalm 37:4-5 NASB 
4“You will not certain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5“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from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Genesis 3:4-5 NIV 
5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understanding. 6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straight your paths. Proverbs 3:5-6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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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푸 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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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당신 마음의 소원을                              입니다 
4 또한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당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5 당신
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시
편 37:4-5  
4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5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창세기 3:4-5  
5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6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
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잠언 3:5-6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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