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음 

죽음 

영원한 삶 

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6/29/2018 

  

1. 지난주에 배우셨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기억나세요? 그분들의 

믿음을 한번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아벨 - (                  )       /    에녹 – (                                       ) 

◼ 노아 – (                       )  /    아브라함 – (                                 ) 

◼ 사라 – (                                                     )  

 

2.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특정적인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히 11-12). 

 

◼ 이삭  ◼ 죽을때, 출애굽을 보고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게 한 믿음 

◼ 야곱  ◼ 미래를 보고 자녀를 축복한 믿음 

◼ 요셉  ◼ 왕자의 자리를 거부한 믿음 

◼ 모세  ◼ 죽음 앞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을 짚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한 믿음 

◼ 라합  ◼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 예수님  ◼ 정탐꾼들을 호의로 대한 믿음 

 

3.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히 11:13,16). 

ㄱ. (        )을 따라 살다가 모두 (        )습니다. 

ㄴ. (        )하신 것을 (       못했지만), 그것을 (         ) 바라 (       ) 

반겼습니다. 

ㄷ. 땅에서 사는 것은 (       )과 (           ) 신세임을 (      ) 하였습니다. 

ㄹ. 그들은 (           곳)을 (        )했고, 그곳이 곧 (          고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       )와 같은 수 많은 (     )이 있기에, 우리는 

(        짐)과 (          죄)를 벗고, 믿음의 (        )요 완성자이신 

(         )을 바라 보며, (          ) 달려 가야 합니다(히 12:1-2) 

 

 

 

믿음의 사람들 2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주인공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마세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믿음)을 이뤄나가야 합니다(빌 2:12). 그렇게 살아냈던 믿음의 선조들 

두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빌 2:12, 

새번역)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 11:13, 새번역)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히 11:16, 

새번역) 



 

 

 

 

 

 

 

 

 

 

 

 

 

 

 

 

 

 

    

 

 

 

 

 

 

 

 

 

 

 

 

 

 

믿음 

죽음 

영원한 삶 

목장성경공부 교안(교사용) 

6/29/2018 

  

1. 지난주에 배우셨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기억나세요? 그분들의 

믿음을 한번씩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세요. 

 

◼ 아벨 - (더 나은 제물)       /    에녹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 노아 – (하나님을 경외함)  /    아브라함 – (순종, 약속, 믿음의 아비) 

◼ 사라 – (하나님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함)  

 

2. 믿음의 사람들과 연결되는 특정적인 단어를 연결해 보세요(히 11-12). 

 

◼ 이삭  ◼ 죽을때, 출애굽을 보고 자신의 

뼈를 가지고 가게 한 믿음 

◼ 야곱  ◼ 미래를 보고 자녀를 축복한 믿음 

◼ 요셉  ◼ 왕자의 자리를 거부한 믿음 

◼ 모세  ◼ 죽음 앞에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지팡을 짚고 

서서 하나님을 경배한 믿음 

◼ 라합  ◼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 

◼ 예수님  ◼ 정탐꾼들을 호의로 대한 믿음 

 

3. 지금까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히 11:13,16). 

ㄱ. (믿음)을 따라 살다가 모두 (죽었)습니다. 

ㄴ.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 (보고) 

반겼습니다. 

ㄷ. 땅에서 사는 것은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 하였습니다. 

ㄹ.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했고, 그곳이 곧 (하늘의 고향)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떼)와 같은 수 많은 (증인)이 있기에, 우리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고,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 보며, (참으며) 달려 가야 합니다(히 12:1-2) 

 

 

 

믿음의 사람들 2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의 주인공들 

대부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믿음의 사람일까?라는 의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마세요. 믿음은 마지막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내야 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구원(믿음)을 이뤄나가야 합니다(빌 2:12). 그렇게 살아냈던 믿음의 선조들 

두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그들의 믿음을 통해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 봅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빌 2:12, 

새번역)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히 11:13, 새번역)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히 11:16, 

새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