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요!
theprayercovenant.org/children

어린이 기도언약
 은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자녀삼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긍휼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회개  주님, 죄를 지어서 죄송해요.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예배 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헌신  예수님을 저의 주인으로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저를 
바꿔주세요. 

 의지  저를 성령님으로 채워주세요. 저를 위한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영향력  저를 주님의 은혜, 진리, 공의의 도구로 
만들어주세요. 

 제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 다른 사람들도 
주님을 따르도록 저를 사용해주세요. 

 권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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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송구절
잃은 양의 비유  누가복음 15:1-7 |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 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요한일서 3:1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12:1-5 |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태복음 22:37, 38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 10:25-37 |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12

용서하지 않는 하인의 비유  마태복음 18:21-35 |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51:2

성탄 이야기  누가복음 2:1-20 |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시편 9:1

베드로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54-62 |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위로자  요한복음 14:15-31 |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18b 

예수님과 어린 아이들  마태복음 18:1-6 |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다소의 사울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이 되었어요  사도행전 9:1-22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19

맹인 바디매오  마가복음 10:46-52 |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빌립보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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