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자녀를 위한 좋은성경구절
1. 부모가 먼저 기도하기(아이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부모가 먼저 기도하는 부모가 되
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
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예레미아애가 2장 19절)

2. 하나님 손에 온전히 자녀 맡기기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
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
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상 1:27~28절)

3. 사고와 위험에서 보호받는 아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
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
지도 못하리니 (이사야 43장 2절)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시편 91장 9~10절)

4. 사랑받고 있음을 느낄 줄 아는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
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
땅하도다 (요한일서 4장 9~11절)



5. 영원한 미래가 보장된 자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
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6.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골로새
서 3장 20절)

7. 경건한 친구가 있는 아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장 1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잠언 13장 20
절)

8.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아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
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
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
라디아서 2장 2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잠언 14
장 27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