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떠나라 

복의 근원이 되리 

상속자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6/1/2018 

  1. 지난주에 배우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                                                                                              

                                                                                                ) 

 

2. 하나님께서 아브람(아브라함으로 불려지기 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ㄱ. (                 )이 되게 하고, 

ㄴ. 복을 주어, 크게 (             )을 떨치게 하고, 

ㄷ. 복의 (          )이 되리라. 

ㄹ. 땅에 사는 (                  )이 (    )로 말미암아 (     )을 받을 것이다. 

- 아브람의 뜻: (                     ) – 가정, 가족의 큰 어른, 아버지 

- 아브라함의 뜻 : (                    ) –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 

3.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는 바로 예수 믿는자 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갈 3:29). 

(                                                                                               

                                                                                                ) 

 

 

 

 

 

아브라함의 복(창 12 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되면 참 좋지만, 내가 

원하는대로 선택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특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됨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간단하게 배워 보겠습니다.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 12:1-3, 새번역)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 3:29, 새번역) 



 

 

 

 

 

 

 

 

 

 

 

 

 

 

 

 

 

 

    

 

 

 

 

 

 

 

 

 

 

 

 

 

 

떠나라 

복의 근원이 되라 

상속자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6/1/2018 

  1. 지난주에 배우신 예수님의 족보를 기억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아담의 후손이며, 노아의 아들 셈의 후예로 우르에서 자라, 

성장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태어나고 자란 곳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한 곳을 찾아 믿음으로 떠나간 믿음의 조상입니다) 

 

2. 하나님께서 아브람(아브라함으로 불려지기 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ㄱ. (큰 민족)이 되게 하고, 

ㄴ. 복을 주어,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고, 

ㄷ. 복의 (근원)이 되리라. 

ㄹ.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 아브람의 뜻: ( 큰 아버지) – 가정, 가족의 큰 어른, 아버지 

- 아브라함의 뜻 : (열방의 아버지) – 열방 모든 민족의 아버지 

3.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는 바로 예수 믿는자 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갈 3:29).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리게 된다) 

 

 

 

 

아브라함의 복(창 12 장)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받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원해서 선택되면 참 좋지만, 내가 

원하는대로 선택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고 

슬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축복 가운데 이스라엘은 범죄하여,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특권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허락됨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되었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도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 

축복의 통로를 간단하게 배워 보겠습니다.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 12:1-3, 새번역)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갈 3:29, 새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