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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15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출 3:14-15, 새번역) 

 

14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th sent 

me unto you. 

15 And God said moreover 

unto Moses,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the LORD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th 

sent me unto you: this is 

my name for ever, and this 

is my memorial unto all 

generations. 

(Exodus 3:14-15, KJV) 

1.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기원을 아시나요? 

ㄱ. 족장시대 때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 (        ,        ,          ..) 

ㄴ. 모세가 부름받았을때 하나님의 이름: (          ,          ,                   ) 

 

2. “야웨”=”여호수아”=”예수” 

ㄱ.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14 을 찾아서 아래에 써 보세요. 

(                                 =                                     ) 

 

3. “예수그리스도”=”야웨, 여호와 하나님”(요 19:19-22,십자가 명패) 

 

 

 

 

 

하나님의 이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시는 단어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셨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 보신분들은 이 단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지만, VIP 들이나 목장생활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심묘함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 의미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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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15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출 3:14-15, 새번역) 

 

14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I AM hath sent 

me unto you. 

15 And God said moreover 

unto Moses,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children 

of Israel, the LORD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hath 

sent me unto you: this is 

my name for ever, and this 

is my memorial unto all 

generations. 

(Exodus 3:14-15, KJV) 

1.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진 기원을 아시나요? 

ㄱ. 족장시대 때 불려진 하나님의 이름: (엘로힘,여호와, 하나님..) 

ㄴ. 모세가 부름받았을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웨, THE LORD) 

 

2. “야웨”=”여호수아”=”예수” 

ㄱ. 하나님께서 스스로 본인의 이름을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3:14 을 찾아서 아래에 써 보세요. 

(나는 곧 나다 = I AM WHO I AM) 

 

3. “예수그리스도”=”야웨, 여호와 하나님”(요 19:19-22, 십자가 명패) 

 

 

 

 

 

하나님의 이름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을 지칭하시는 단어가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셨거나, 성경을 많이 읽어 보신분들은 이 단어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알지만, VIP 들이나 목장생활만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으로 생소한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심묘함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그 의미의 흐름을 확인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