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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이 책을 추천합니다.
여기 실린 묵상들은 따뜻하고 영적으로 정직하며,
어린이들이 자기 믿음을 갖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 샤론 제임스 《모세 오경 묵상 123일》 저자

초등학생 또래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와 기독교 교리를 쉽게 이해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실제로 경험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격려할 좋은 방법
이 없을까?

19세기 영국의 찬송 작사가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이
어린이들을 위해 쓴 기독교 진리 묵상집
“나의 생명 드리니”, “내 너를 위하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등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찬
송가의 작사가인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은 어려서부터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네 살 때
부터 글을 읽고 일곱 살 때부터 시를 썼다고 알려져 있다.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했
고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 
성공회 사제인 아버지 밑에서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으며, 열네 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적으로 영접한 이후로는 찬송시를 쓰고 복음 전도지를 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
다. 특히 이 책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기독교 진리를 묵상
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짧은 글들이 실려 있다. 



쉽다! 짧다!! 성경적이다!!!
신뢰할 수 있는 저자가 어린이들을 위해 쓴 이 묵상집에는 한 달간 아침과 저녁에 읽을 수 있
도록 총 62편의 글이 실려 있다. 한 달 동안 아침 묵상과 저녁 기도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
고,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매일 아침 묵상거리로 삼아도 좋다.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저녁마다 이 글을 함께 읽으며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을 것이다. 초등 3-4학년 이상이면 
혼자서 읽을 수도 있고, 그보다 어린 자녀에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읽어 주어도 좋다. 
어린이들을 위해 쓴 이 묵상집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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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플



■ 지은이 소개

프랜시스 리들리 하버갈은 1836년 11월 14일 영국 애스틀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문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여 네 살 때부터 글을 읽었고, 일곱 살에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라틴어와 헬라어·히브리어에 능통했는데, 시편과 이사야 그리고 대부분의 신약 성경을 
암송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프랜시스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것은 열네 살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프랜시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습니다. 찬
송시를 쓰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지를 쓰고, 전도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묵상집처럼 어
린이들을 위한 복음 이야기도 많이 썼습니다. 
프랜시스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로 작정했으며, 실제로 찬양의 삶을 살았습니다. 프랜시스
가 지은 찬송들의 가사를 들으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몸이 허약했던 프랜시스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효과가 없
었습니다. 대신 그 가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아름다운 찬양시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통일 찬송가》와 《새찬송가》에는 프랜시스가 가사를 쓴 찬송가 중 “나의 생명 드리
니”, “내 너를 위하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등이 실려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
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