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 at the Movies

Name: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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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2



KUNG FU PANDA 
Kelly Ann Pak: Sunday, 10th January 2021

FREEDOM | STRENGTH | PURPOSE

Today's Bible Quote: 
 “Love never gives up, never loses faith, is always hopeful, and endures through 

every circumstance.” 1 Corinthians 13:7 NLT 
Part 2: Quit, Don’t Quit 

Quit Listening to the Devil’s ________ 
“For you are the children of your father the devil, and you love to do the evil things he 
does. He was a murderer from the beginning. He has always hated the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lies, it is consistent with his character;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lies.” John 8:44 NLT 
But if you bite and devour one another, watch out, or you will be consumed by one 
another. Galatians 5:15 HSCB  
Let us not become conceited, or provoke one another, or be jealous of one another. 
Galatians 5:26 NLT

1



쿵푸 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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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말씀: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3:7 개역개정 

파트 2: 그만두어라, 그만두지 마라  
악마의 ________을 듣는 것을 끊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
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
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요한복음 8:44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15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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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hat things can influence you to ________? 
어떤 것들이 당신이 ________하도록 영향을 줄 수 있나? 

★ For KIDS: What things were influencing Po to quit? 
주일학교 학생들: 어떤 것들이 포가 포기하도록 영향을 미쳤는가? 

Discussio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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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w a picture of Po comparing himself to the Furious Five. 
포가 자신을 퓨리어스 화이브에 비교한 그림을 그리시오.

토론 질문



2. What applies to you regarding Satan’s lies and other things God tells us to 
quit doing? 
사탄의 거짓말과 관련하여 무엇이 당신에게 해당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만 두라고 말씀하시는 다른 것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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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are some things God always tells us to quit doing?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그만 두라고 하시는 것들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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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Quit Believing in God’s ________ 
Jesus replied, “‘You must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nd all your mind.’ 38 This is the first and greatest commandment. 39 A 
second is equally important: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Matthew 22:37-39 NLT 
Three things will last forever—faith, hope, and love—and the greatest of these is 
love. 1 Corinthians 13:13 NLT 
We also rejoice in our afflictions, because we know that affliction produces 
endurance, 4 endurance produces proven character, and proven character 
produces hope. 5 This hope will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  
Romans 5:3-5 HCSB 
But the Holy Spirit produces this kind of fruit in our lives: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23 gentleness, and self-control. 
There is no law against these things! Galatians 5:22-23 NLT 

FREEDOM | STRENGTH |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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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ark 12:30-31 NIV



하나님의 _______을 믿는 것을 멈추지 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
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
셨으니 마태복음 22:37-39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1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
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3-5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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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Read and meditate on 1 Corinthians 13:4-7. How is God leading you in prayer? 
고린도전서 13:4-7절을 읽고 묵상하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기도로 이끄시는가?

What can you learn about God’s love from 1 Corinthians 13:4-7? 

고린도전서 13:4-7절 말씀을 통해 당신은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