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8:6~9:19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를 볼 때마다 하나님

께서 사람과 모든 동

물들에게 약속하신

그 원한 언약을 기

억할 것이라고 말

하셨습니다. 



9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8:6~9:19

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후 물이 점점 줄었습니다. 물이 모두 걷히고 땅이 마른 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 하셨습니다.

“너는 모든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방주에 탔던 모든 동물을 이끌어 내라.”

하나님의 말 로 노아는 가족과 함께 나왔고 모든 동물도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은 깨끗한 짐승과 새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방

나의 인자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이사야 54:10)



9
무지개와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8:6~9:19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말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과 한
1)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2)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에 한 증거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보이셨습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3) 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사람과 모든 동물들에게 약속하신 그 원한 언약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 하셨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온 세상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1)언약 : 말로한 약속 .   
2)침몰 : 물에 빠져 잠김.    
3) 세 : 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홍수 후 노아와 그 자손들과 동물들에게 하신 원한 언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어기실까요?

노아의 가족들은 비 온 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가 다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무지개가 보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겠다고 맹세하셨습

니다.

65오늘의 공부



66 오늘의 공부

우리는 성경말 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한 약속들을 생각할 수 있습

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말 을 찾아 읽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지개 위에 써 보세요.

1. 히브리서 9:12

2. 요한계시록 21:3

3. 요한일서 2:25

4. 시편 16:11

5. 베드로후서 1:11

6. 이사야 32:17

7. 디모데후서 2:10



우리에게 하신 약속

희희가가 하하나나님님의의 약약속속을을 생생각각하하고고 어어려려움움을을 이이기기는는 이이야야기기입입니니다다.. 다다음음 물물음음에에 답답해해 보보세세요요..

여러분은 희 같은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다음 보기를 보고 답해 보세요.

67오늘의 말 을 배우고

희는 4학년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희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68 오늘의 말 을 배우고

희희가가 이이렇렇게게 했했다다면면 하하나나님님은은 정정말말 정정말말 기기뻐뻐하하실실 것것입입니니다다..



하나님의 약속

69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늘 푸른 하늘과 꽃으로 뒤덮인 길을

늘 잘 되는 하루와 비가 없는 태양을

슬픔 없는 기쁨과 고통 없는 평화를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하루를 위한 힘과 수고 후의 안식을, 

인생의 길을 밝힐 말 의 빛과 시련을 통한 은혜를,

원히 없어지지 않을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