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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마당 그림책 별지 2의 9과 ‘약속 손’을 보여주며) 

여러분, 여기를 보세요. 이 손 모양을 보면 무엇이 생각

나나요? 

(대답을 들은 후) 바로 ‘약속’이에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약속 손’에 새끼손가락을 걸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약속대로 가나안 땅과 많은 소

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람에게는 아직 자녀가 없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가 생기지 않자 아브람은 불안해졌어요. 

(9-1을 보여주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말씀하

셨어요. 

(근엄한 목소리로)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방패이며 너의 큰 상급이니라.”

(시무룩한 목소리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려 하십

니까?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으니, 저의 재산을 물려받을 사람은 저의 종, 엘리에

셀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태어나는 네 아들이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의심하는 아브람에게 아들을 주실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오셨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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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를 보여주며, 따뜻한 목소리로) “아브람아, 하늘을 

바라보거라.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네 자손도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밤하늘에 가득한 별을 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

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람의 믿음을 보고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

나님은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여러 민족의 아버

지가 되게 하실 거에요.

(‘약속 손’에 새끼손가락을 걸며) 이렇게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시며 그 약속을 이루어가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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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람은 가나안 땅과 무엇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나요? 

(많은 자손이요.)

    자식이 없어 종에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는 아브람의 말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 네 몸에서 태어나는 네 아들이 너에게 약속한 축복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 

 자녀를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아브람에게 밤하늘의 무엇을 보여주며 다시 약속하셨나요? 

(별이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별을 보여주면서 어떤 약속을 하셨나요?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해주셨어요.)

1.    하나님을 의심했던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2.    하나님은 자신을 믿은 아브람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3.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인가요? 

(하나님이요. / 하나님의 약속이요.)

오늘 배운 말씀을 기억하도록 질문을 한다.
배움마당

정리


	구약1 유년T 말씀마당 본문 9과.pdf
	구약1 유년T 말씀마당 별지 9과 약속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