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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발견하기                            시편 19:1-14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2)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배경 이해하기  

시편 19 편은, 다윗이 예배를 노래로 인도하면서 온 회중이 다 함께 따라 불렀던 

찬양곡입니다. 3 절로 구성되어있는데 첫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둘째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찬양하며, 마지막 부분은 내 마음의 고백과 

간구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찬송하다가, 그 찬송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영혼으로 전달됩니다. 
 

PRAYER &SONGS- OPTIONAL (5 min) 
함께 나누어드리는 song sheet 을 활용하세요! 
 

Object Lesson<하나님 기억하기>(20min) 
주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발견하고 만날수 있습니다. 

준비물: 가족 여행 사진 (전화기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확대복사한 시편 19 편 말씀, 

하나님의 성품 list, 팔찌  template, 필기도구, 형광펜 또는 색연필, 풀 또는 스카치 테입  

1. 각 가정마다 가족 여행 사진을 전화기 안에 저장하여  준비합니다. (올 여름뿐만아니라 

과거의 여행 사진 포함) 

2. 각 가정에서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되도록 아이들 추천)여행 동안에 체험한 내용들을 

자유롭게 소개합니다.  

3. 나눔이 끝난 후 각 개인마다 확대 복사된 시편 19 말씀을 나누어 줍니다.  

4. 시편 19 편에 드러난 하나님 성품을 찾아보고 형광펜으로 밑줄 그어보고 적어봅니다. 

5. 그런 후, 시편 19 편에 드러난 하나님 성품을 적어놓은 리스트를 모두에게 나누어주고, 

본인이 찾은것과 일치하는지 봅니다. 

6. 이제, 각 가정의 여행경험속에 있었던 경험중에서, 시편 19 편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 경험들이 있었는지 기억해보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7.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성품 한가지를 골라, 팔찌 template 에 적습니다. 

8. 팔찌를 오려내어 풀이나 스카치 테입으로 고정해, 팔에 모두 착용한 후, 가족끼리 

인증샷을 찍습니다. 

9. 가족끼리 돌아가며 각자가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봅니다. 
 

TALK (10min) 
1. 가족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을 

한 문장으로 써 봅니다. 

 

Conclusion + 가족별기도시간 
우리주변을 돌아보면, 늘 그곳에 한결같이 있는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계절마다 색깔이 변하는 나무, 풍성한 열매를 내는 식물이 자라나게 

하는 고운 흙,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비껴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시편의 말씀에는 자연의 위대한 모습속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하나님은 늘 발견되어집니다. 이 모든것들로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Ending PRAYER (3min)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그 안의 있는 모든 아름답고 

풍성한것들을 저희들에게 자유로이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름방학동안, 

저희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것들을 풍성히 누렸고, 늘 저희의 매일의 

일상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삶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로인해 당신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밝혀주시며, 우리으 영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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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ding God in His Creation              Psalm 19:1-14                                            
 
1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2 Day after day they pour forth speech; night after night they reveal 
knowledge. 3 They have no speech, they use no words; no sound is heard 
from them. 4 Yet their voice[b] goes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In the heavens God has pitched a tent for the sun. 5 It 
is like a bridegroom coming out of his chamber, like a champion rejoicing to 
run his course. 6 It rises at one end of the heavens and makes its circuit to 
the other; nothing is deprived of its warmth. 7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freshing the soul.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8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giving joy to the heart. 
The commands of the Lord are radiant, giving light to the eyes. 
9 The fear of the Lord is pure, enduring forever. The decrees of the Lord are 
firm, and all of them are righteous. 10 They are more precious than gold, 
than much pure gold; they are sweeter than honey, than honey from the 
honeycomb. 11 By them your servant is warned; in keeping them there is 
great reward. 12 But who can discern their own errors? Forgive my hidden 
faults. 13 Keep your servant also from willful sins; may they not rule over 
me. Then I will be blameless, innocent of great transgression. 14 May these 
words of my mouth and this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Background 
Psalm 19 was a song sung by David as He led people into worship. It 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part sings of the greatness of the Lord’s creation. The second 
part sings of the greatness of His Word. The third part shows the poet’s 
personal confession and plea to the Lord. The song moves from the creation of 
God, to the Word, and to the person’s heart and spirit.  
 

PRAYER &SONGS- OPTIONAL (5 min) 
Utilize the song sheet we hand out! 
 

Object Lesson<하나님 기억하기>(20min) 
Theme: We are able to discover God in the midst of His Creation in nature. 
Prepare: Photo from family trip (you may bring the photo in your phone), Psalm 19 
Print, List of God’s characteristics, bracelet template, Pen or pencil, highlighter or 
color pencil.  

2.  
1.  Each family brings in their photos from family trips (either from this summer 
or from past) 
2. One person from family comes up and do show and tell about the trip. Talk 
about the experiences from the trip.  
3. After sharing, each person will get a Psalm 19 print. 
4. Ask what kind of characteristics of God they find in Psalm 19. As they look for, 
they may highlight the verses. After people freely shared, hand out the list of 
God’s characteristics discovered in Psalm 19 and see if their answers match. 
5. Now, ask if any of their experiences at the trip helped them realize or 
discover any of these God’s characteristics. Pick one of those characteristics of 
God and write it on the bracelet template.  
6. Cut out the bracelet, fix it with the glue or scotch tape and wear it, take a 
picture together.  
7. Take turn and let each family share what characteristics of God they 
discovered in their traveling experience. 

 

TALK (10min) 
1. Talk about what you have learnt today and summarize it into one phrase or 

sentence. 

 

Conclusion + Family Prayer Time 
When we look around, we can always find the beautiful nature that 
surrounds us every day, every moment. We will find the fresh air that we 
drink, trees that change color each season, and the soft soil that helps 
plants grow and bear fruit. None of them stay outside of the perfect 
harmony and order that God put together in His creation. In the book of 
Psalm, God is often described and discovered in nature. We are able to 
discover God in our surroundings every day. We must never forget that 
these are given to us for free, for us to enjoy and to govern. We should 
always be thankful for them!   

 

Ending PRAYER (3min) 
Our Father God, We are so grateful for all the beautiful things that you have 
created in nature and for giving them to us to enjoy and cherish. We had an 
opportunity to enjoy them this summer break, as well as all the days we 
have here on earth. We were glad to discover and find you in our amazing 
experiences. Help us to always look for you in our everyday life, and find 



reasons to be thankful and to praise you, because indeed you are 
everywhere! We praise and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ed,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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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발견하기                            시편 19:1-14 

Finding God in His Creation!               Psalm 19:1-14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2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3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4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5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6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여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8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9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10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2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13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14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2)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1The heavens declare the glory of God; the skies proclaim the work of his 
hands. 2 Day after day they pour forth speech; night after night they reveal 
knowledge. 3 They have no speech, they use no words; no sound is heard 
from them. 4 Yet their voice[b] goes out into all the earth, their words to 
the ends of the world. In the heavens God has pitched a tent for the sun. 5 It 
is like a bridegroom coming out of his chamber, like a champion rejoicing to 
run his course. 6 It rises at one end of the heavens and makes its circuit to 
the other; nothing is deprived of its warmth. 7 The law of the Lord is perfect, 
refreshing the soul. The statutes of the Lord are trustworthy, making wise 
the simple. 8 The precepts of the Lord are right, giving joy to the heart. 
The commands of the Lord are radiant, giving light to the eyes. 

9 The fear of the Lord is pure, enduring forever. The decrees of the Lord are 
firm, and all of them are righteous. 10 They are more precious than gold, 
than much pure gold; they are sweeter than honey, than honey from the 
honeycomb. 11 By them your servant is warned; in keeping them there is 
great reward. 12 But who can discern their own errors? Forgive my hidden 
faults. 13 Keep your servant also from willful sins; may they not rule over 
me. Then I will be blameless, innocent of great transgression. 14 May these 
words of my mouth and this meditation of my heart be pleasing in your 
sight, Lord, my Rock and my Redeemer. 
sinful people. 11 The Lord God is like the sun that gives us light. He is like a 
shield that keeps us safe. The Lord blesses us with favor and honor. He 
doesn’t hold back anything good from those whose lives are without blame. 
12 Lord who rules over all, blessed is the person who trusts in you  

 

1. What did you learn? Summarize what you learnt today in one sentence. 
가족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깨달은 내용이나 믿음의 결단을 한 

문장으로 써 봅시다. 

 

 

 

 

 

 

 

 

 

 

 

 

 

 



 

 

 

 

 

 

 

 

 

 

 

 

 

 

 

 

 

 

 

 

 

 

 

 

 

 

 

 

 

 

 

 

 

 

 

How Great Thou Art 

O Lord,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ed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u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when I think of God, His Son not sparing 
Sent Him to die, I scarce can take it in 
That on the Cross, my burden gladly bearing 
He bled and died to take away my sin 
 
When Christ shall come with shout of acclamation 
And lead me home, what joy shall fill my heart 
Then I shall bow with humble adoration 
And then proclaim, my God, how great Thou art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The city of our God, the Holy place 
The Joy of the whole world. 
 
Great, is the Lord in whom we have the victory 
He aids us against the enemy 
We bow down on our knees. 
 
CHORUS 
And Lord we want to lift your name on high 
And Lord we want to thank you 
For the works you've done in our lives 
And Lord we trust in Your unfailing love 
For you alone are God eternal 
Throughout earth and heaven, ab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