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세기 26:1~33

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어 이삭은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얻었고 양과 소가

많아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 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 곳의 목자들도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삭은 다툼이 없을 때까지 다른 곳으로 옮기며 우물을 새로 팠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이삭은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

다.

이삭은 그 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습니다. 

이 때,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친구와

부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 왔습니다.

이삭은 그들의 말 로 그들과 평화의

약속을 하 습니다.



1. 사람들이 우물을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길 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하 나요?

2. 여러분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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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좋아하고 항상 참는 이삭에게 계속 물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삭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보기 중에서 골라 보세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길 힘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이삭은 참고 용서하 습니다.



다음 친구들의 고민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1.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경험들이 있으면 써 보세요.

2.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3.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나요?

1. 나는 다른 친구들보다 몸집이 큽니다. 

그래서 가끔 친구들은 나에게 곰이라고

놀립니다.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2. 나는 머리가 긴 여자 어린이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긴 머리를 잡아당기며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화가 납니다.

우리는 우리를 괴롭히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부드럽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다음 각각의 질문에 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에 V표시해 보세요.



모두 표시하 나요?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한 답에 점수를 매겨 보세요. 그리고 그 점수를 모두 더하세요.

점수가 24점~17점인

사람은 !

이삭처럼 온유하고 잘 참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군요!

점수가 16점~9점인

사람은 !

조금만 참는 연습을 한다면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군요.

점수가 8점~0점인

사람은 !

너무 참을성이 없어 사람들을 전도

하기 힘들겠어요. 이삭의 온유함을

배워야겠어요.

자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점

이제 점수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평가해 보세요.



구원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잘 참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라는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친구들을 전도한다면 친구들은
말 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 보고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고 싶은지 다짐의 을 써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