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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사람들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 할
때가 되면, 누군가 걸아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찾게 됩니다. 가까이는 목자 목녀님, 부모님,
가족, 목사님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지켜 갔는지를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더
유익 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첫번째 시간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훌륭한 삶
믿음의 삶
깨닫는 삶

1. 히브리서 11 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 지는 분들이 나옵니다.
히 11-12:2 까지 읽어 보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아래 빈칸에 적어 보세요.
(

아브라함,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다윗,

, 그리고

)

2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2.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특정적인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

증언되었습니다.
3 믿음으로 우리는

◼ 아벨

◼ 순종, 약속의 땅

◼ 에녹

◼ 더 나은 제물

◼ 노아

◼ 나이, 수태, 신실한분으로 생각

◼ 아브라함

◼ 하나님을 기쁘게, 죽지 않음

◼ 사라

◼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을 경외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3. 빈칸에 단어를 넣어 보세요.
ㄱ.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선조들은 (
)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2)
ㄴ. (
)으로 우리는 (
)이 “하나님의 (
)”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3)
ㄷ. 믿음으로 (
)은 죽지 않고 (
)로 올라갔습니다(5)
ㄹ.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받아 들인 노아는
(
)를 만들었습니다(7)
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
)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
)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
)를 가진 (
)를 바랬기
때문입니다(9-10)
ㅂ.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었는데,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
)하신 하나님을 (
하신 분)으로 (
)했기
때문입니다(11)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히 11:1-3,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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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겠습니다.

1. 히브리서 11 장에 보시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려 지는 분들이 나옵니다.
히 11-12:2 까지 읽어 보시고, 그들이 누구인지 아래 빈칸에 적어 보세요.

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바락, 삼손, 입다,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님)

것들의 증거입니다.
2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2.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특정적인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

증언되었습니다.
3 믿음으로 우리는

◼ 아벨

◼ 순종, 약속의 땅

◼ 에녹

◼ 더 나은 제물

◼ 노아

◼ 나이, 수태, 신실한분으로 생각

◼ 아브라함

◼ 하나님을 기쁘게, 죽지 않음

◼ 사라

◼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을 경외

세상이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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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빈칸에 단어를 넣어 보세요.
ㄱ.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2)
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3)
ㄷ.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5)
ㄹ.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바로 받아 들인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7)
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랬기
때문입니다(9-10)
ㅂ. 사라는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었는데,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11)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히 11:1-3, 새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