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BBB for  Children Reading Plan and Summary  (Weeks 27-30, July)

(탄원시)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 느껴질 때, 그분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기억하며 자신의 영을 일으켜 세우는 기도
(lament) Prayers to arouse one's own soul, reminding onself of God's power and 
faithfulness, when he/she feels God is far away 
(대관식) 언약 백성의 왕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와 자비를 베풀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함
(enthronement) A king of the covenant people should represent God's justice and 
steadfast love so that people can see and have a hope for God's Kingdom
(감사) 요새와 피난처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함
(Thanksgiving) Praises to God who is the fortress, refugee and salvation
(참회의 탄원시) 성전에 오르며 참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용서/은혜 구함
(Penitential Lament) Asking God's forgiveness and grace when mounting up to the 
temple
자기 자신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따름
Trusting and following God's wisdom, not our own
자기 배필에게 만족하고, 보증서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감
Satisfied with one's spouse, no guaranteeing of other's debt, working diligently 
instead of getting lazy
 지혜 여인(의인화)의 초대, 지혜의 근원인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일시
(personified) Lady Wisdom's invitation, indentified with Jesus, who is the Word 
itself and the sourse of the wisdom
미련 여인의 초대/유혹
Lady Folly's invitation/temptation
가능한 한 일찍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게 복
The only meaningful life is to fear God and obey his commands from one's earliest 
age; and to enjoy one's life with what's given.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치유 약속하심

Promise of God's presence and healing by pouring His Spirit on those who repent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들도 섬기고, 예배하면서도 불의를 행하고 
그것을 바로 잡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의(righteousness)와 
공의(justice)를 촉구함
The prophet urges God's people to restroe righteousness and justice by repenting 
their social injustice and idolatry while they also worship God and bring sacrifices 
to Him.
자신들의 죄를 뉘우친 니느웨 사람들과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고집을 부리는 요나
The stark contrast between the Nenivites who has repent and Jonah's 
sturbbornness to hate God who has transfromed them to repent

wk 4

(30)

Day 1 Joel 2 2:23-32

Day 2 Amos 5 5:18-27

Day 3 Jon 4 4:1-11

wk 3

(29)

Day 1 Pro 8 8:1-21(36)

Day 2 Pro 9 9:1-18

Day 3 Eccl 11 11:1-2
12:1-14

wk 2

(28)

Day 1 Psa 130 130:1-8

Day 2 Pro 3 3:1-12

Day 3 Pro 5/6 5:15-20
6:1-11

wk 1

(27)

Day 1 Psa 42 42:1-11

Day 2 Psa 72 72:1-19

Day 3 Psa 91 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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