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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집은 「뉴시티 교리문답 커리큘럼」 인도자 가이드1, 2, 3권과 함께 보는 지침서입니

다. 인도자들은 이 책에서 자료를 복사하거나 죠이북스 홈페이지(www.joybooks.co.kr)

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각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은 해당 과에서 확인할 수 있

습니다. 몇몇 자료는 활동에 활용하는 연습 문제지이기 때문에 아이 수만큼 필요할 것입

니다. 또한 토론을 위한 시각 자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진이나 그림 자료들은 확대

하여 프린트하거나 복사하여 사용한다면 더 유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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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1  |  사진



문1  |  사진



문2  |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심 :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으십니다.

주관하심 :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의로우심 :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생각하시는 

                    모든 것에 의로우십니다.



문2  |  하나님의 속성









거룩하심 :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죄가 없으십니다.

은혜로우심 : 하나님은 친절하십니다.

무한하심 :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문2  |  하나님의 속성 









전지하심 :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지혜로우심 :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신실하심 : 하나님은 늘 약속을 지키십니다.



문2  |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심 :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편재하심 : 하나님은 언제 어디에나 계십니다.

불변하심 :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문2  |  하나님의 속성









자족하심 : 하나님은 다른 누구나 다른 무엇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자비하심 :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불가해하심 :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으십니다.



문2  |  하나님의 속성









지치지 않으심 :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습니다.

인내하심 : 하나님은 더디 화내십니다.

승리하심 : 하나님은 늘 이기십니다.



문3  |  삼위일체 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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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4  |  신체 윤곽선



문4  |  고대 근동 조각상 그림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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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5  |  창조 세계에 있는 동물들 퀴즈

1. 이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동물을 무엇일까요?

2. 고양잇과 중에 가장 큰 종은 무엇일까요?

3.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육지 동물은 무엇일까요?

4. 서서 먹는 동물을 적어 보세요.

5. 어느 동물이 눈꺼풀을 통해 볼 수 있나요?

6. 어느 동물이 눈꺼풀이 없을까요?

7.  밝은 색 때문에 이 새의 이름은 불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무엇일까요?

8.  이 동물은 자기 몸무게의 천 배나 되는 것을 옮길 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9.  속도와 방향 감각 때문에 이 동물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사용되었습

니다. 무엇일까요?

10.  이 동물은 몸의 일부를 잃어도 그 부분이 다시 자라납니다. 무엇일까요?



문5  |  케이크 요리법 

케이크 요리법

재료

설탕 2컵

부드러운 버터 1컵

달걀 5개

바닐라 2티스푼

밀가루 3컵

베이킹파우더 1티스푼

우유 1컵

오븐을 175℃까지 예열하십시오.

큰 그릇에 설탕, 버터, 달걀, 바닐라를 넣어 섞으십시오. 재료들이 잘 섞이도록 부

드럽게 휘저어 주십시오. 그리고 약 5분 동안 세게 휘저어 주십시오.

우유를 넣으면서 약하게 휘저어 주세요. 베이킹파우더와 밀가루를 넣으십시오.

다 넣은 후에 잘 섞이도록 휘저어 주십시오.

기름과 밀가루를 바른 10인치 튜브팬에 반죽을 숟가락으로 떠서 넣으십시오.

65-75분 동안 구우십시오.



문5  |  창조의 날들 

첫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둘째 날

넷째 날

여섯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심

마른 땅과 채소를 만드심

물고기와 새를 만드심

하늘과 땅을 나누심

해, 달, 별들을 만드심

동물과 사람을 만드심



문5  |  기쁨 격자판 



문7  |  트위터 모양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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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  거짓 신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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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9  |  거짓 신상들



문9  |  내 마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