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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믿음은 무엇인가? 히 11: 1-3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2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3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신 보이지 않는
약속들을 보게 하며, 믿음은 보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깨닫게 한다.
2.   아벨: 히 11: 4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이다. 가인은 농부였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4:1-12
3.   에녹: 히 11: 5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에녹은 아들 딸을 낳아 기르는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
창 5:22-25
4.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5.   노아: 히 11:7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창 6:9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창 6:22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하였다. 꼭 그대로 하였다.
--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홍수에 대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 년동안 방주를 지었고, 그와
그의 가족만이 홍수로부터 멸망 받지 않았다.
6.   아브라함과 사라: 히 11:8-19, 창세기 12 장 ~23 장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을 알지 못했지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75 세에 고향을 떠났다.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 세 사라가 90 세로 아이를 낳기 불가능할 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고,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 세가 되었을 때 태어나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하셔서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
히 11:19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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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삭, 야곱, 요셉: 히 11: 20-22--이삭과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요셉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고 믿었기에 자손들에게 자신의 뼈를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한 것이다.
8.   모세: 히 11:23-29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집트에서 태어났는데, 히브리 남자 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이집트 왕의 명령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둔 것을 이집트 공주가 발견하여 자신의
양자로 키웠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는 부와 권력, 안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히 11:27 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마치 보는 듯이 바라보면서 견디어 내었다.--보이지 않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장차 주실 상을 소망하였기에 모세는 이집트의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택하였다.
9.   이스라엘 사람들: 히 11: 29-30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고, 여리고 성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이레 동안
돌아서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10.  라합: 가나안 사람이며 창녀라고 기록되어 있다. 가나안으로 나아가려고 이스라엘 정탐군이 여리고 성에
왔을 때 그들을 숨겨 주었고,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 보호를 받았다.
11.  기드온: 사사 기드온은 삼백명의 병사를 이끌고 미디안을 무찔렀다. 사사기 7 장
바락: 사사 드보라 시대에 군대 지휘관이었고, 가나안 왕 야빈이 침공했을 때 물리쳤다. 사사기 4 장
삼손: 사사 삼손은 블레셋 통치자들이 그들의 신 다곤에게 제사하려고 모인 신전을 무너뜨리게 하고
거기서 함께 죽는다. 사사기 16:23-31
입다: 암몬을 무찔러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사사기 11:29-30
다윗: 이스라엘의 두번째 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이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 자주 호칭되었다.
사무엘: 사울과 다윗 시대의 선지자.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선지자.
12.  히 12: 1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 떼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2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며 그 소망으로 인내하였던 구약 시대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리고 우리 믿음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달음질을 함께 달려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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