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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God Builds a Nation 

제 2 장 하나님께서 민족을 세우심 

 

 

 

 

 

 

첫째 날,  The Call 부르심 

 

         Noah’s descendents spread out over the earth. As time passed, people again rejected God’s way for 

their own way. God chose a man for a special purpose: building a nation to represent him. 

         

        노아의 후손들은 온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고 그들 

자신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낼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The prophet Abram was seventy-five years old when God told him to leave his home and go to 

Canaan. His wife Sarai was sixty-five, still beautiful, but barren. 

     

      하나님께서 선견자 아브람에게 그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나이는 

75 세였습니다. 그의 아내 사래는 65 세 였고 아름다웠으나,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Key Question: What can we learn about faith from Abraham, Sarah, Isaac, and 

                        Jacob? 

        핵심질문: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의 믿음으로 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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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What did God tell Abram he would do for him (Genesis 12:2–3)?  

      하나님은 아브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겠다고 말씀 하셨습니까(창세기 12:2-3)? 

 

  

(b) What would happen through Abram to all peoples on earth (12:3)?  

      아브람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까(12:3)? 

  

(c) What part of this promise was particularly surprising considering Abram was childless?  

     아브람에게 자녀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약속의 어떤 부분이 특히 놀랍습니까? 

 

(d) How did Abram show his faith in God (12:4)?  

     아브람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까(12:4)? 

 

 

(e) How does our obedience to God’s commands show our faith in him?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어떻게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까?  

 

         After Abram arrived in Canaan, God showed him the land he would give Abram’s offspring, who 

would be more numerous than the dust of the earth.1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 보다도 많아질 그의 후손들에게 줄 땅을 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1  

 

 

 

        The Lord blessed Abram by keeping him safe in this dangerous land, just as he promised. In fact, 

God enabled him to rescue his nephew Lot from the armies of four strong kings with only 318 men.2 Yet 

one thing puzzled Abram.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 위험한 땅에서 아브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람이 겨우 318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4 명의 강력한 왕들의 군대로 부터 그의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2  그러나, 아직 아브람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한가지 있었습니다.  

 

 

                                                           
1
 Genesis 13:14–17. 창세기 13:14-17 

2
 Genesis 14. 창세기 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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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What had God still not given Abram (Genesis 15:2–3)?  

         하나님께서 여전히 아브람에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15:2-3)? 

 

 

 

   (b) What did God promise Abram (15:4–5)?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15:4-5)? 

 

 

 

   (c) What was Abram’s response (15:6)?    

        아브람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15:6)? 

 

 

 

 

  (d) What was the Lord’s response (15:6)?     

       하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15:6) ? 

 

 

 

        That night, God gave Abram a miraculous sign. When people made covenants in those days, they 

sacrificed animals, cut the carcasses in two, and laid the pieces across from each other. The parties spoke 

the terms of the covenant and walked between the pieces. God told Abraham to sacrifice and lay out 

animals. He told Abram to know for certain that his descendants would possess this land in four hundred 

years. Then a smoking firepot and blazing torch appeared and passed between the animal pieces: all would 

come to pass.3 

 

 

         그날 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놀라운 증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당시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잡아서, 그 사체를 두 조각으로 내어 서로 마주보게 놓고 언약의 말을 한 뒤, 두 조각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짐승을 잡아서 펼쳐놓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그의 후손들이 

4 백년 후에 이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때,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나타나서 짐승 조각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었습니다. 

                                                           
3
 Genesis 15:7–21. 창세기 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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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The Proof  증거 

 

           A decade passed and Sarai, thinking she had no chance of bearing a child for Abram, offered her 

servant Hagar to mother a child for her.4 When Hagar became pregnant, though, she acted haughtily 

towards Sarai. They argued and Hagar fled.  

 

         10 년이 지났을 때 사래는, 아브람에게 자녀를 낳아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녀의 종 하갈이 그녀를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하자고 제안합니다.4  그러나 하갈이 임신을 하자 사래에게 거만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다투었고, 하갈은 도망쳤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3.  (a) What did the angel of the Lord tell Hagar to do (Genesis 16:9)?  

          주님의 천사는 하갈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b) Why does it take humility to mend a relationship by doing what was right, even though  

         the other person did wrong too?  

         상대방이 잘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먼저 겸손히 바르게 행동함으로서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것일까요?  

 

  (c) Why did the angel of the Lord say to name her child Ishmael, which means “God hears”  

        (16:11)? 

        왜 주님의 천사는 하갈의 아기 이름을 이스마엘, 즉 “하나님께서 들으심” 이라고 하셨을까요 

        (16:11) ?   

  (d) What name did she give to the Lord (16:13)?  

       하갈은 주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16:13)? 

 

  (e) What do you learn from these two names for God that you can apply to a current  

       situation?  

       위의 두 가지 하나님 이름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는것은 무엇입니까?  

 

A long thirteen years later, the Lord again appeared to Abram. 

13 년 후에 주님은 다시 한번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4.   (a) How did the Lord identify himself to Abraham (Genesis 17:1)?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창세기 17:1)? 

                                                           
4
 This was a common practice. Hagar became a wife of lower status than Sarai. 이것은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하갈은 사라보다 낮은 신분의 부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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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What do you learn from this name that you can apply to a current situation?  

          이 이름으로부터 현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c)  What did God tell Abram to do (17:1)?   

           하나님께서 아브람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7:1)? 

 

     (d) What was God about to do (17:2)?  

          하나님은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17:2)? 

 

         God told Abram to call himself Abraham.5 He made a covenant with Abraham in which God would 

make Abraham the father of many nations and kings. Abraham’s part of the covenant was to circumcise 

himself and all the males of his household. Every baby boy descended from him was to be circumcised at 

eight days old.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5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많은 나라와 왕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위해 아브라함이 맡은 부분은 자신과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남자 아기는 태어난지 8 일만에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God also told Abraham to call his wife Sarah instead of Sarai,6 and said he would bless the 

approximately eighty-nine-year-old Sarah so that she could bear a son within a year. They were to name 

him Isaac, and he would be the child through whom God would establish his covenant.7 

        하나님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사래’ 대신 ‘사라’ 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고, 사라에 약 

89 세쯤 되던 해에 복을 주셔서, 그 해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 이라고 

지었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아이가 될 것입니다.     

       Though such a pregnancy was humanly impossible, Abraham trusted God and circumcised all the 

males in his household. 

       이와같은 임신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And so, twenty-five years after God told Abraham to go to Canaan, when Abraham was one 

hundred years old and Sarah ninety, God miraculously blessed Sarah and she bore the child of promise: 

Isaac.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지 25 년 후 아브라함 100 세, 사라 

90 세에 놀라운 복을 받아 약속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5
 Abram means exalted father and Abraham means father of many. 

6
 Both names mean princess. 

7
 Genesis 17: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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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 날,  The Test  시험 

 

          Abraham watched Isaac grow up. He’d seen God’s miraculous hand in his life many times. He was 

a prophet who had talked with God and with angels. He’d received astonishing blessings. God had 

promised Abraham that Isaac would be his heir and the child of the covenant. But then God tested 

Abraham’s faith in this promise by asking him to do something that appeared to make the promise’s 

fulfillment impossible.8 

          

        아브라함은 이삭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손길을 

여러번 체험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과 대화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그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언약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게 보이는 어떠한 일을 아브라함에게 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8 

          

  5.  (a) What did God ask Abraham to do with his beloved son, the only son of God’s promise  

           (Genesis 22:2)?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창세기 22:2)? 

 

 

 

      (b)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raise the dead,”9 and so his faith stood firm. How did 

             Abraham demonstrate his faith that obeying God wouldn’t stop Isaac from being the 

             child of promise (22:5)?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그의 믿음은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더라도 이삭이 약속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는 그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했습니까 (22:5)? 

 

 

 

The angel of the Lord stopped Abraham before Isaac was harmed. 

주님의 천사는 이삭이 해를 당하기 전에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8
 For a fuller examination of this test, see Abraham, Isaac & Child Sacrifice at    

   www.jeanejones.net/2011/10/abraham-isaac-child-sacrifice.  이  시험에 대한 더 충분한 설명은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자녀 희생’ 이라는 글을 위의 링크를 통해 살펴보세요. 
9
 Hebrews 11:19. 히브리서 11:19  

http://www.jeanejones.net/2011/10/abraham-isaac-child-sacri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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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a) What did Abraham’s willingness to obey God prove (Genesis 22:11–12)?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아브라함의 의지는 무엇을 증명하였습니까 (창세기 22:11-12)? 

 

 

 

 

(b) When God provided a ram to substitute as a sacrifice, what did Abraham call the place 

      (22:13–14)?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숫양을 준비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장소를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22:13-14)? 

 

 

 

7.  (a) What would happen through Abraham’s offspring—his “seed” (Genesis 22:18)?  

      아브라함의 후손, 그의 씨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22:18)? 

  

 

 

(b) What “seed” did we read about last week that was promised to Eve10?  

      지난 주에 우리는 하와에게 약속된 어떤 “씨” 에 대해 읽었습니까? 10   

 

 

             God sometimes asked prophets to perform actions that foreshadowed and explained important 

future events. Abraham and Isaac were both prophets, and their actions told their descendants that God 

can provide a substitute for someone destined for death. They didn’t know it yet, but their actions also 

foreshadowed how the seed promised to Eve and now to them would one day crush the serpent and bless 

all peoples.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견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중요한 사건들을 예시하고 설명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선견자였으며 그들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들을 위해 대속물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하와를 통해 약속되었던 그 씨가 그들을 통하여 사탄을 짓밟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줄 것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0

 Genesis 3:15 창세기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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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날,  Jacob 야곱 

 

        Isaac married Rebekah when he was forty. She, like Sarah, was barren. Isaac prayed for her, and 

finally, twenty years later, she became pregnant. God told her she carried twins, both of whom would 

become nations, but the older would serve the younger. She gave birth to Esau and Jacob. They grew into 

manhood, with Isaac favoring Esau and Rebekah favoring Jacob. 

 

        

         이삭은 그의 나이 40 세에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사라와 같이 그녀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이삭이 

그녀를 위해 기도했고, 20 년 후 리브가는 임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쌍둥이를 

임신할 것이며, 그 둘이 모두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는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어엿한  남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좋아했으며,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Esau was born first and normally would have received both a double inheritance and the covenant 

promise of fathering the nation that would belong to God. But he came home hungry one day and found 

Jacob cooking red lentil stew. In exchange for a bowl, he swore an oath giving Jacob his birthrights, thus 

despising God’s covenant and showing himself to be godless.11 

 

          에서는 장자였기에 일반적으로  두 배의 유산과 하나님께 속한 열국의 아비가 되는 언약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날 배가 고픈 상태로 집에 왔다가,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는 것을 보고,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야곱에게 그의 장자권을 넘겨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업신 여김으로써  스스로 그의 불신앙을 드러냈습니다.11   

 

         When Isaac was old and blind, he asked Esau to hunt game and fix him a meal, after which he 

would bless Esau.12 Rebekah overheard, and she and Jacob tricked Isaac into blessing Jacob. Isaac blessed 

him with the riches of the land, with ruling over his relatives, and with blessings for those who bless him 

and curses for those who curse him—all aspects of God’s promises to Abraham and an unwitting 

affirmation of God’s promise to Rebekah.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에서에게 사냥을 하여 음식을 만들어 오라고 

했고,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에서를 축복해 주려고 했습니다.12   리브가는 이 이야기를 엿들었고 야곱과 함께 

이삭을 속여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도록 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땅의 풍성함과 그의 친척들을 다스리게 

되는 축복을 해주었고, 야곱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야곱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했습니다. – 이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포함했으며, 리브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도 부지중에 확인시키는 

것이 되었습니다.  

 

                                                           
11

 Genesis 25:34; Hebrews 12:16.  창세기 25:34; 히브리스 12:16 
12

 Oral deathbed blessings were legally binding.  임종시의 축복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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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Esau discovered Jacob had received the blessing Isaac intended for him, he was furious and 

said he would kill Jacob after Isaac died. Wanting to keep Jacob safe, Rebekah convinced Isaac to send 

Jacob to her brother to marry one of her nieces.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질 이삭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을 알고 몹시 격분하여 아버지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일 것을 다짐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이 안전하길 원했기에 이삭을 설득시켜서 야곱을 자기 

오빠가 사는 곳으로 보내, 조카 딸들 중 한명과 결혼하도록 득했습니다.  

 

 

 

       As Jacob journeyed,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told him the covenant promise would 

be through him, and God would watch over him and bring him back safely.13 Jacob named the place 

where God spoke to him Bethel.14 

 

       하나님께서는 여행중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를 통해 이루어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 주실 것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13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장소를 ‘벧엘’ 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14 

 

 

 

         Jacob fell in love with his cousin Rachel and arranged to marry her in return for seven years’ work. 

But after the seven years, his uncle deceived Jacob into marrying Rachel’s sister Leah. When Jacob 

discovered he’d married the wrong girl, he angrily confronted his uncle. The girl’s father agreed to let him 

marry Rachel a week later in return for Jacob’s promise of another seven years’ labor. 

        

        야곱은 그의 사촌 라헬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한 댓가로 7 년 동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7 년 후 야곱의 삼촌은 야곱을 속여 라헬의 언니인 레아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야곱은 다른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의 삼촌에게 매우 화를 냈습니다.  레아의 아버지 라반은 야곱이 다시 7 년을 

일하겠다고 약속하면 그 댓가로  일주일 후에 라헬과 결혼 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Through the years, the sisters’ dad repeatedly tricked and cheated Jacob, but God intervened and 

made Jacob wealthy at the expense of his deceitful uncle. Twenty years later God told Jacob to return 

home.15 Jacob feared facing Esau, but obeyed. 

                                                           
13

 Genesis 28:13–15. 창세기 28:13-15  
14

 Genesis 28:19. 창세기 28:19  
15 Rebekah had promised to send for Jacob as soon as Esau’s anger subsided (Genesis 27:45), probably anticipating a short 

separation. She never called for him and may not have lived to see his return or the reuniting of the brothers. By manipulating 

her husband and children to get what she wanted for her son, she lost her treasured relationship with her son. She hurt Isaac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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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년동안,  자매들의 아버지는 반복적으로 야곱을 속이고, 또 속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속임수를 쓰는 삼촌의 것으로 도리어 야곱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0 년 후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15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웠으나 순종했습니다.
 

  

        The night before reaching his brother, a man wrestled with Jacob until daybreak.  

         야곱은 형을 만나기 전날 밤, 어떠한 사람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8. (a) How did the man show Jacob he could disable him at any time (Genesis 32: 25)?     

     그 사람은 자신이 야곱을 언제든지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었습니까 

     (창세기 32:25)?        

 

 

 

(b) Jacob apparently realized the man was no ordinary human. For what did he ask (32:26)?  

     야곱은 분명 그 사람이 보통 인간이 아님을 알아챘습니다.  야곱은 그에게 무엇을 청합니까(32:26)? 

 

 

 

 

 

(c) The man gave Jacob a new name: Israel.16 With whom had Jacob been wrestling  

     (32:28–30)?17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습니다.16  야곱은 누구와 씨름을 한 것입니까  

     (32:28-30)? 

 

                                                                                                                                                                                           
and Esau, and she indirectly caused Jacob to suffer as he unlearned the deceitfulness she taught him. She didn ’t trust God to 

fulfill his promise to her without her intervention.  

    리브가는 헤어지는 기간이 짧을 것이라고 예상했기에,  에서의  분노가 가라 앉자 마자 야곱을 다시 부르러고 마음 먹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야곱을 다시 부르지 못했고, 그가 돌아와서 두 형제가 다시 만나는 것을 볼 때까지 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을 

아들에게 주기 위해, 그녀의 남편과 아이들을 조종하였지만, 그녀는 아들과의 가장 소중한 관계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이삭과 

에서에게 상처를 주었고,  간접적으로는 야곱이 그의 어머니로부터 배운 속임수를 버리는 고통을 겪게 했습니다.  리브가는 그녀의 개입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녀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16

 Israel means “God struggles” or “he struggles with God.”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투쟁하다.” 또는 “하나님과  겨루다” 입니다.  
17

 God appeared in the form of an angel so that Jacob could wrestle with him (see Hosea 12:3–4). Some 

    Christians think such appearances are of the preincarnate Christ. 

    하나님은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호세아 12:3-4).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미리 나타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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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ho was the true source of all his blessings (32:29)?  

     누가 야곱의 참된 복의 근원이 됩니까(32:29)? 

 

 

           Jacob had used trickery to get the blessing his father wanted to give Esau, and suffered the 

consequence of estranged relationships. Jacob learned what it was like to be at the receiving end of deceit 

and trickery when he suffered under his uncle’s treachery. But though God disciplined Jacob, he also 

blessed him and showed him repeatedly that it was he who was the true source of blessings. 

 

         야곱은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주길 원했던 복을 얻기 위해서 속임수를 썼지만, 관계가 멀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삼촌의 속임으로 고난을 겪으면서, 속임과 술수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연단하심과 함께 복을 주셨고, 참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9. (a) Briefly describe how deception hurt a relationship in your life, without naming names.  

     당신의 삶 속에서 속임수로 인해 관계의 아픔을 겪었던 경험을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야기해보세요. 

 

 

 

        

(b) God commands us not to lie or use deceit.18 How does using deception to obtain what 

     we want rather than obeying God show lack of faith in God?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18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기 보다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믿음의 부족을 

      보여주는지 이야기 해 봅시다.  

                                                           
18

 “Do not steal. Do not lie. Do not deceive one another” (Leviticus 19:11). See also Romans 1:29; 2 Corinthians 

4:2; Ephesians 4:25; Colossians 3:9; 1 Thessalonians 2:3; 1 Peter 2:1.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레위기 19:11).  다음 성경구절도 참조하세요. 로마서 1:29, 고린도후서 4:2, 에베소서 4:25, 

골로새서 3:9, 데살로니가전서 2:3, 베드로전서 2:1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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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날,  Israel  이스라엘 

 

       Instead of trying to kill him, when Esau met Jacob, Esau embraced and kissed him. God had changed 

Esau’s heart and kept Jacob safe, as he promised. 

 

       에서는 야곱을 만나자 그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대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 주셨습니다.   

10. (a) Describe a time God mended a relationship in your life by changing someone’s heart 

      (yours or another person’s).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또는 당신의 마음을 바꾸셔서 관계가 회복된 경험을 이야기 해봅시다. 

 

(b) Write a praise to God for this restoration. 

      이러한 회복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의 글을 써봅시다.  

 

       God sent Jacob back to Bethel, where he had appeared to him previously. There he told him again 

that his new name was to be Israel, and that he would give his descendants the land promised to Abraham 

and Isaac.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전에 만나 주셨던 벧엘로 다시 돌려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11. Many years later, a New Testament author wrote about the faith of Abraham, Sarah, Isaac, and 

Jacob. What stands out to you the most from Hebrews 11:6–21? Why? 

 

후대에 신약 성경의 저자는 아브라함, 사라, 이삭, 그리고 야곱의 믿음에 관해 씁니다. 히브리서 

11:6~21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각인되는 인물은 누구이며, 왜 그렇습니까? 

 

12. Which one of the following attributes of God that we’ve read about this week do you most need 

to remember today? Why? 

 Your shield                                     Your very great reward 

 Credits your faith as righteousness  Has power to do what he promises 

 Hears your cries                                     Sees you 

 Is faithful                                               Sees you 

            Is God almighty 

 

이번 주에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당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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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되신 하나님                                                 우리의 상급되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From the twelve sons of Israel would come a nation of twelve tribes. But there would be hard times 

first. When the Lord made his covenant with Abraham, he told him this: 

 

        이스라엘의 열 두 아들로 부터 열두 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려움도 있을 것 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Know for certain that your descendants will be strangers in a country not their own, and they will 

be enslaved and mistreated four hundred years. But I will punish the nation they serve as slaves, and 

afterward they will come out with great possessions. You, however, will go to your fathers in peace and be 

buried at a good old age. In the fourth generation your descendants will come back here, for the sin of the 

Amorites19 has not yet reached its full measure. Genesis 15:13–16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19 죄악이 아직 가득 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세기 15:13-16)  

 

        The descendants of Abraham, Isaac, and Jacob needed to remember the miracles the Lord had done 

in the patriarchs’ lives if their faith wasn’t to waiver.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야곱의 후손들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의 열조들의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9

 The Amorites were Canaanites. God would remove the Canaanites because of their great wickedness. Though 

God judged two Canaanite cities in Abraham’s time (Sodom and Gomorrah—see Genesis 18–19), the people in 

the rest of the land would not reach the level of sin that would justify removal for four hundred years. 

    아모리는 가나안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 창세기 18~19장)  가나안의 두 개 도시를 심판하기는 하셨지만,  그 땅의 남은 

사람들은 4백년간 멸망까지 이를 정도의 악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 T H E  S T O R Y ”   S M A L L  G R O U P  교재   

         :  하나님  이야기 ,  나의  이야기 ,  우리  이야기  (하 .나 .우 . )  

W R I T T E N  B Y  J E A N  E .  J O N E S @ 2 0 1 2   

번역  B Y  뉴송교회  훈련부  @ 2 0 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