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th at the Movies

Name: 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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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R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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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Philippians 1:21 NIV 

Part 3: The Secret Ingredient of Life 

______________  _____________ is THE Ingredient of Life 
For everyone has sinned; we all fall short of God’s glorious standard. Romans 3:23 NLT 
But because you are stubborn and refuse to turn from your sin, you are storing up 
terrible punishment for yourself. For a day of anger is coming, when God’s righteous 
judgment will be revealed. Romans 2:5 NLT  
For God made Christ, who never sinned, to be the offering for our sin, so that we could 
be made right with God through Christ. 2 Corinthians 5:21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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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nect each panda 
to the correct 
shadow.  
판다의 그림자를 맞춰
보세요.



쿵푸 팬더
한유나: 2021년 1월 24일,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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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말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립보서 1:21 개역개정 

파트 4: 삶의 비밀 요소  
____________이 삶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23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
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로마서 2:5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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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odle while you listen. 그림을 그리며 말씀을 들어요. 



1. What do you think are some ______________ of life?
삶의 _________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Discussion Qu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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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you think it’s easy to get to heaven? Why or why not?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그렇지 
않은 이유는? 

토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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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does it mean to _______ _____ Jesus? What does it look 
like?
예수님을 ______ _______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어떨까요?

4

What are some things you do to follow Jesus?
여러분이 예수님에게서 본받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Color by number. 숫자에 맞는 색으로 칠하기.  
1 Orange 주황색  2 Beige 베이지  3 Light brown 연한갈색  4 Black 검은색  5 Blue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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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PTIONAL. Do you have the confidence you’ll go to heaven 
when you die? If so, what gives you the confidence? If not, why 
not?
선택 질문. 여러분이 죽을 때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확
신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만일 확신이 없다면, 그이유는?

On a scale of 1-5, how sure are you that you will go to 
heaven? (1 - not sure at all; 5 - absolutely sure) Please 
explain. 
5점 만점으로 당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점수는? (1점-전혀 못
간다, 5점 - 100% 간다) 왜 그런지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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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 the hidden panda. 숨어있는 판다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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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Runs Through Our Vein 
But to all who believed him and accepted him,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John 1:12 NLT 
The Spirit of God, who raised Jesus from the dead, lives in you. And just as God raised Christ 
Jesus from the dead, he will give life to your mortal bodies by this same Spirit living within you. 
Romans 8:11 NLT 
My old self has been crucified with Christ. It i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lives in me. So I 
live in this earthly body by trusting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Galatians 2:20 NLT 

Jesus Gives Us True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and do not be afraid. John 14:27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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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그림 5군데를 찾아보세요



______________ _____이 우리에게 넘쳐 흐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2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1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
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20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_______________ __________를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27 

쿵푸 팬더
한유나: 2021년 1월 24일,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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