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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But I lavish unfailing love for a thousand generations on those who love me and obey 

my commands. Exodus 20:6 NLT 

Why Do We Have Children? 

Through marriage we _______________ God’s image 
So God created human beings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Genesis 1:27 NLT 

4 He answered, “Have you not read that he who created them from the beginning 
made them male and female, 5 and said, ‘Therefore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hold fast to his wife,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Matthew 
19:4-5 ESV 

Through children we establish generations of ____________________ 
Didn’t the Lord make you one with your wife? In body and spirit you are his. And what 
does he want? Godly children from your union. So guard your heart; remain loyal to the 
wife of your youth. Malachi 2:15 NLT 

5 For he issued his laws to Jacob; he gave his instructions to Israel. He commanded our 
ancestors to teach them to their children, 6 so the next generation might know them— 
even the children not yet born— and they in turn will teach their own children. Psalm 
78:5-6 NLT 

4 Do not make an idol for yourself, whether in the shape of anything in the heavens 
above or on the earth below or in the waters under the earth. 5 Do not bow in worship 
to them, and do not serve them; for I, the Lord your God, am a jealous God, bringing 
the consequences of the fathers’ iniquity on the 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those who hate me, 6 but showing faithful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s of those who love me and keep my commands. Exodus 20:4-6 CSB 

Through family we _______________ God’s message of reconciliation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back to their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so that I will not come and strike the land with complete 
destruction. Malachi 4:6 NASB 

Everything is from God, who has reconciled us to himself through Christ and has given 
us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2 Corinthians 5:18 CSB

오늘의 성경 말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6 개역개정 

왜 우리는 아이들을 갖는가? 

결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_______________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27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
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19:4-5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는 _______________의 세대들을 확증합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
하지 말지니라 말라기 2:15 

5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
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6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
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시편 78:5-6 

4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5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 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4-6 

가족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화홥의 메세지를 _______________합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말라기 4:6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그분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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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on: 
23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what I also passed on to you: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he Lord Jesus took bread, 24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25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and said,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1 
Corinthians 11:23-26 CSB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are some reasons people get married and have children? 
2. What Biblical truth helped you see more of God’s purpose for marriage and family? 
3. Pray that God fulfills Malachi 4:6 in our families. 

Family Night Activity: 
Schedule a Family Night and do this activity together that illustrates God’s design for 
marriage. Watch the video here (https://player.rightnow.org/102053). Download the 
PDF here. For resources, visit https://thenations.asia/category/sermon-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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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식: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
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
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
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23-26  

토의 및 기도제목: 
1.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들을 갖는 이유들은 무엇인가요? 
2. 어떤 성경적인 진리가 당신에게 결혼과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더 알게 도와주었나요? 
3. 우리 가정안에서 하나님이 말라기 4장 6절 말씀을 이루시게 기도하세요. 

가족의 밤 활동: 
가족의 밤 일정을 정해 하나님의 결혼을 위해 계획하신 것을 설명하는 이 활동을 하세요. 여기 이 
비디오를 시청하세요 (https://player.rightnow.org/102053). 여기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세
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thenations.asia/category/sermon-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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