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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s Bible Quote: 
Behold, children are a gift of the Lord, the fruit of the womb is a reward. Like arrows in 

the hand of a warrior, so are the children of one’s youth. Psalm 127:3-4 NASB 

Like Arrows in the Hand 
Sharpen and straighten: Disciple children with ____________________ 
for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just as a father disciplines the son in whom 
he delights. Proverbs 3:12 CSB 

Discipline your children, for in that there is hope; do not be a willing party to their 
death. Proverbs 19:18 NIV 

No discipline seems pleasant at the time, but painful. Later on, however, it produces a 
harvest of righteousness and peace for those who have been trained by it. Hebrews 
12:11 ESV 

5 About that time David’s son Adonijah, whose mother was Haggith, began boasting, “I 
will make myself king.” So he provided himself with chariots and charioteers and 
recruited fifty men to run in front of him. 6 Now his father, King David, had never 
disciplined him at any time, even by asking, “Why are you doing that?” Adonijah had 
been born next after Absalom, and he was very handsome. 1 Kings 1:5-6 NLT 

Aim: The goal is spiritual formation and _______________ transformation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Romans 12:2 ESV 

Woe to you, teachers of the law and Pharisees, you hypocrites! You are like 
whitewashed tombs, which look beautiful on the outside but on the inside are full of 
the bones of the dead and everything unclean. Matthew 23:27 NIV 

6 These commandments that I give you today are to be on your hearts. 7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Deuteronomy 6:6-7a NIV 

Likewise, my brothers, you also have died to the law through the body of Christ, so that 
you may belong to another, to him who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in order that we 
may bear fruit for God. Romans 7:4 ESV 

Let go: Release them to walk in God’s ____________________ 
For we are His workmanship, created in Christ Jesus for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beforehand so that we would walk in them. Ephesians 2:10 NASB 

14 But you must remain faithful to the things you have been taught. You know they are 
true, for you know you can trust those who taught you. 15 You have been taught the 
holy Scriptures from childhood, and they have given you the wisdom to receive the 
salvation that comes by trusting in Christ Jesus. 2 Timothy 3:14-15 NLT

오늘의 성경 말씀: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는 상이다.  

젊을 때 낳은 아들들은 용사들의 손에 든 화살과 같다. 시편 127:3-4 우리말 

손에 든 화살같이 
갈고 바르게 하기: _______________으로 자녀들을 제자화 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훈계하고 벌 주시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에게 하는 것과 
같이 하신다. 잠언 3:12 우리말 

네 아들을 훈계할 때 소망이 있다. 그러나 아들이 괴로워 죽겠다고 할 때까지 하지는 마라. 잠언 
19:18 우리말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들
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히브리서 12:11 우리말 

5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
거와 기병과 전배 오십인을 예비하니 6 저는 압살롬의 다음에 난 자요 체용이 심히 준수한 자라 그 
부친이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번도 저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열왕기상 
1:5-6 개역개정 

목표 세우기: 목표는 영적 형성과 _______________의 변환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
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2 개역한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27 개역한글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명기 
6:6-7상 개역개정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분, 곧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분에게 속하게 되었습
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7:4 새번역 

놓아주기: 그들이 하나님의 _______________대로 걷도록 풀어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10 새번역 

14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15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14-15 새번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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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Share about a time when the Lord had lovingly disciplined you. 

2. Pray for the discipleship of our children at The Nations, and pray for an age group 
that God puts on your heart. Pray also for Spirit-filled clarity, courage, and strength 
for our parents to raise their children in accordance to God’s Word. 

Family Night Activity: 
Schedule a Family Night and do this activity together that shows that the difficult path 
may be the best path. Watch the video here (https://player.rightnow.org/102055). 
Download the PDF here. For  resources, visit https://thenations.asia/category/sermon-
n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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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 기도제목: 
1.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스럽게 훈육하셨던 때를 나누세요. 

2. 더네이션스의 우리 아이들이 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시는 연령대의 그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부모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녀
들을 기르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한 명료함과 용기, 힘을 가지도록 기도합시다. 

가족의 밤 활동: 
가족의 밤 일정을 정하고 어려운 경로가 최상의 경로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이 활동을 함께 하십시
오. 다음 링크의 비디오를 보십시오(https://player.rightnow.org/102055). PDF를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자료를 보려면 https://thenations.asia/category/sermon-notes/을 방문하십시
오.

https://player.rightnow.org/102055
https://player.rightnow.org/102055
https://thenations.asia/wp-content/uploads/2021/08/family-night-activity-truth-treasure-map.pdf
https://thenations.asia/christ-centered-homes-walk-worthy-of-the-calling
https://thenations.asia/christ-centered-homes-walk-worthy-of-the-calling
https://player.rightnow.org/102055
https://player.rightnow.org/102055)
https://thenations.asia/wp-content/uploads/2021/08/family-night-activity-truth-treasure-map.pdf
https://thenations.asia/wp-content/uploads/2021/08/family-night-activity-truth-treasure-map.pdf
https://thenations.asia/category/sermon-notes/%EC%9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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