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ARS JAM 

MONTH OF MARCH MV: Colossians 3:1-2 

“Since you have been raised to new life with Christ, set your sights on the 
realities of heaven, where Christ sits in the place oh honor at God’s right 

hand . Think about the things of heaven, not the things of earth.”  

with FAM 

MONDAY. March 1, 2021 
Read: Proverbs 1 (NLT) 

  Lola found herself watching Maria again. Maria seemed to have every-

thing. She was pretty, popular, and brought something new to school every 

day. Today she had a new watch. It had a glow-in-the-dark face and three 

special alarms.  

As they were getting ready for gym class, Maria slipped the watch off and 

stuck it in her locker. Lola decided this was her chance. She dawdled until 

everyone was out of the room then quickly tucked the watch into her purse. 

“Maria’s rich,” she thought, “she can buy another one.” 

When gym was over, Maria discovered the loss and told the teacher. As the 

teacher asked the class about it, Lola felt a sick feeling in her stomach. 

Even though she got away without being caught, having the watch made her 

feel bad every time she looked at it. She couldn’t wear it to school for fear 

of being caught, and she had to lie to her mother about where she got it. 

Lola began to think it had been a pretty dumb thing to do. 

TALK TIME: 

      Who is the one who is greed for money? 

Do you want to have a momentary profit or an eternal one? Please 

share the reason 

REFLECT & PRAY 

MONDAY. March 1, 2021 

Read: 잠언  1 장 

오늘도 역시나 롤라는 마리아를 계속 보고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예쁘고, 인기가 있었고, 매일 새로운 것

을 학교에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새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도 빛나는 시계의 화면을 가지고 있었고 세 가지의 특별한 알림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시계였습니다.  

반 친구들이 체육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마리아는 시계를 벗어서 그녀의 사물함에 

놓았습니다. 롤라는 그 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방에서 모든 친구들이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시계를 롤라의 지갑에 넣었습니다. “마리아는 부자니까, 또 

살 수 있어.” 라고 롤라는 생각했습니다. 

체육시간이 끝났을 때, 마리아는 시계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선생님께 말씀드렸

습니다. 선생님이 반 친구들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을 때, 롤라는 배가 아픈 느

낌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한 일이라고 잡히지는 않았지만, 시계를 볼 때마다 롤라는 

양심에 가책을 느꼈습니다. 롤라는 그녀의 잘못을 걸리게 될 까봐 학교에서 시계를 

차고 다닐 수 없었고, 어디에서 구하게 되었는지 어머니에게도 거짓말을 해야 했습

니다. 롤라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자신이 바보같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순간의 이익과 영원한 것 중 어떤 것을 가지고 싶나요?                    

그 이유를 나누어 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UESDAY. MARCH 2, 2021 
Read: Proverbs 2 (NLT) 

 

  Brad was excited because this was his first overnight camping trip with 

the boy’s club he had joined. He had a good friendship with most of the 

other guys so the idea of going camping with them sounded even more 

fun. 

When they arrived at the campsite, they began to discuss who would stay 

in whose tent. No one wanted the new boy, Joey, to be in their tent. He was 

small and had trouble speaking without a stutter. Everyone began to make 

fun of him. Everyone except Brad. He remembered what it was like to be 

new and to have few friends. Brad was afraid to say anything at first but 

after a few minutes he couldn’t stand it anymore. He put his arm around 

Joey and declared loudly that he wanted him in his tent. The other boys 

looked at Brad in surprise, but slowly over the weekend began to see that 

Joey was really a great guy and their admiration for Brad grew. After all, 

who wouldn’t want a friend like Brad? 

 

TALK TIME: 

How did God guard people? 

Can you think of someone you need to be fair to today? 

 

REFLECT & PRAY 

 

TUESDAY. MARCH 2, 2021 

Read: 잠언  2 장 

 

브래드는 그가 소속된 동아리와 함께 캠핑 여행을 가게되어서 무척 신나있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남자 학생들과 좋은 우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함께 캠핑을 가게되었

다는 사실이 더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동아리가 캠핑장에 도착을 했을 때, 그들은 누가 누구와 함께 텐트를 사용할 것인지 의논하

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새로 온 조이라는 친구와 함께 텐트를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

니다. 조이는 함께 온 친구들 보다도 어렸고 말을 더듬는 친구였습니다. 브래드를 제외한 

모두가 조이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브래드는 새로운 환경에 온 것과 친구가 없다는 기분

이 어떤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브래드는 처음에는 말을 건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지만, 

몇 분 후에는 더이상 참지 못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조이를 팔로 감싸고 큰 소리로 자신

과 함께 텐트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놀란 눈으로 브래드를 바라보

았지만,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친구들은 조이가 정말 대단한 친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

고 브래드에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브래드 같은 친구를 가지고 싶지 않나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공평하게 대해야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EDNESDAY. MARCH 3, 2021 
Read: Proverbs 3 (NLT) 

 

We all watched with interest as the illusionist on stage brought out a guil-

lotine, a perfect replica of the kind used to chop off people’s heads. As 

he explained the gruesome object, he claimed our attention when he asked 

for a volunteer to come put their head in it and try it out. After many mo-

ments of silence, a boy ran up to the stage and offered his neck. 

Of course, the boy knew what we all knew. The illusionist was playing a 

trick on us. He certainly was not going to chop off anyone’s head. Sure 

enough, after building up lots of tension, he blade came down causing the 

boy absolutely no harm. We all applauded with relief. 

You see, the boy trusted the illusionist. He couldn’t understand how the 

trick was going to work, but he knew the illusionist did. That’s how we are 

to trust God with our lives. We may not know the outcome, but we know 

God has our good in mind. We don’t depend on our own understanding but 

on His perfect knowledge. 

 

TALK TIME: 

Why did the boy trust the illusionist? 

How was his trust similar to what our trust in God should be? 

Why should we not just depend on our own understanding? 

 

REFLECT & PRAY 

WEDNESDAY. MARCH 3, 2021 

Read: 잠언  3 장 

 

우리는 무대 위에서 일루셔니스트(마술사)가 옆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트릭을 사용하는 단두대를 꺼내는 것을 주목하여 바라보고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단두대를 

설명하면서 관객들 중에 한명에게 머리를 넣어 시험해 볼 것을 말했을 때 우리는 관심있게 

지켜봤습니다. 많은 침묵 끝에 한 소년이 무대로 달려가 그 단두대에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물론 그 소년을 포함한 우리 모두 그것이 매직 트릭이라는 사실을 알고있었습니다. 일루셔

니스트는 누구의 머리도 자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많은 긴장감

을 조성한 후에 칼날이 떨어졌고 소년은 아무데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안도감

으로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 소년은 일루셔니스트를 믿었습니다. 어떻

게 작동하는지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일루셔니스트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고있었습

니다. 신기하게도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

는 결과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실 것을 알고있습니다. 우리

는 우리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소년은 왜 일루셔니스트를 믿었을까요? 

일루셔니스트의 신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와 어떻게 비슷했나요? 

왜 우리는 자신의 이해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URSDAY. MARCH 4, 2021 
Read: Proverbs 4 (NLT) 

“I wish Jackie would come to church with me,” Karen sighed. “She needs to 

know Jesus.” 

“What are you talking about?” asked Bob. “Jackie’s a nice girl. She doesn’t 

need God.” 

Far too many people think as Bob does. It is sometimes hard to look at a 

person who is basically good and see that they need Christ as their savior. 

But they do. The Bible tells us that “All people have sinned and are not good 

enough for God’s glory.” (Romans 3:23) Even the most pleasant person is 

dead in his or her sin if they don’t have Jesus’ forgiveness. 

Jesus said, “I am the way. And I am the truth and the life. The only way to 

the Father is through me.” (John 14:6) He has made it very clear that no 

matter how good we are, it will never be good enough to get to God. Jesus 

was the only man who ever lived a perfect life; therefore, only through Je-

sus can we know God. Karen was right; Jackie does need to know Jesus. So 

do we all. 

 

TALK TIME: 

What was wrong with Bob’s thinking? 

Why does Jackie need Jesus even if she is a nice person? 

Who was the only one to ever live a perfect life? 

 

REFLECT & PRAY 

 

THURSDAY. MARCH 4, 2021 

Read: 잠언  4 장 

카렌은 “재키가 나랑 같이 교회에 갔으면 좋겠어요, 재키는 예수님을 만나야해요” 라며 한

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밥이 물어보며 대답했어요. “재키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하

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바른 친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밥 처럼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착한 사람을 살펴보면 그 사람이 

구세주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3:23) 아무리 유쾌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죄로 인해 죽게 된다는 사실을 우

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느니

라.” (요한복음 14: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께 나아가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오직 예수님

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카렌이 옳았습니다. 재키는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밥의 생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재키는 착한 사람인데 왜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IDAY. MARCH 5, 2021 
Read: Proverbs 5 (NLT) 

Long ago God gave a man a job to do which seemed hard to the man. He was 

to go to a town that was an enemy of his country and tell the people there 

about God. 

Instead of obeying God, this man went the other way, running from God. 

But, of course, God knew all about this. He caused a storm to threaten this 

man’s life. Finally, after going through many difficulties, the man obeyed 

God and preached to the enemy city. The people there listened and turned 

to God. 

You may recognize this as being Jonah’s story. Jonah thought he could run 

from God but found, as our proverb states, that, “The Lord sees everything 

you do. He watches where you go.” 

It helps us to remember this when we face a decision about whether to do 

right or wrong. If we picture God watching us, it makes the decision to do 

the right thing much easier. 

 

TALK TIME: 

What was wrong with Jonah’s thinking at first? 

What are some ways you have run from God? (It may be helpful for Mom 

or Dad to share something first.) 

How would remembering our proverb have helped you not to run from 

God? 

 

REFLECT & PRAY 

FRIDAY. MARCH 5, 2021 

Read: 잠언  5 장 

오래 전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힘들어보이는 일을 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

라와 적대하는 마을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해야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대신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러

나 물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폭풍으로 그 남자의 

항해를 어렵게 하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이 남자는 결국 하나님께 순종

했고 적국의 마을에서 설교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향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눈치 챌 수 있습니다. 요나는 그가 하나님에게

서 달아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의 잠언 5:21에서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 앞

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

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앞에서 옳고 그름을 결정할 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

나님게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

다.  

처음의 요나의 생각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하나님을 피하는 선택을 한 적이 있나요? (어머니나 아버지께서 

그런 경험을 먼저 나누어 주세요) 

잠언 5:21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피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것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TURDAY. MARCH 6, 2021 
Read: Proverbs 6 (NLT) 

 

Have you ever been around anyone who lies all the time? It becomes hard 

to even be with such a person after a while because you can never count 

on what he or she says. 

But what about a person who only occasionally tells a lie? That doesn’t 

seem too bad, does it? What if a kid tells a small lie to keep from getting 

in trouble? That’s only natural, right? 

It’s easy to begin thinking that a “little” lie is no big deal, but our verse in 

Proverbs tells us that God looks at lying differently than we do. Read 

Proverbs 6:16-17b again. How does God feel about lying? He hates it – he 

can’t stand it! Pretty strong language! 

God gives us rules for our own good. Have you ever told a lie and felt mis-

erable afterwards? He knows that only as we are honest with others and 

ourselves will we be truly happy people. 

 

TALK TIME: 

How do you feel when someone lies to you? 

How does God feel when you lie? 

What can help remind us not to lie?  

 

REFLECT & PRAY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ATURDAY. MARCH 6, 2021 

Read: 잠언 6 장 

 

항상 거짓말 하는 사람의 주변에 있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기 때

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가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것 같지 않나요? 어떤 한 친구가 곤경에 빠지지 

않기위해서 약간의 거짓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약간의” 거짓말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는 쉽지만 잠언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와는 다르게 바라보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6:16-17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나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견디게 싫어

하십니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익을 위한 규칙을 주십니다. 거짓말을 한 후 시간이 지나서 자신이 비참

하게 생각된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우리 자신에게 정직할 때만 진정으

로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면 기분이 어떤가요? 

우리 친구들이 거짓말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요?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생각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