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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오래 참은 이삭
창세기 26:1~33

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애굽으로 가려 하 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 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이삭은 하나님의 말 로 그랄에 머물 습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어 많은

수확물을 얻었는데, 그것은 지난 해의 백 배나 되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삭을 시기하 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우물들을 모두 흙으로 덮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말하 습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하니 우리를 떠나가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로마서 12:18)

이



15
오래 참은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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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옮겨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러자 그랄의 목자들이 찾아와 그것이 자기들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이삭은 그랄의 목자들에게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또다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삭은 다시 옮겨 다른 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블레셋 왕이 부하들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서로 다투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기로 약속합시다.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은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고, 다음 날 아비멜렉과 한 약속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헤어졌습니다.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적어 보세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또 내가 이삭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아래에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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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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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쓴 답을 바탕으로, 나와 이삭을 비교해 보세요. 이삭의 행동을 보고 느낀 점이

있나요? 어떤 점을 느꼈는지 이삭에게 자유롭게 말해 보세요.

이삭은 억울한 일이 있어도 다투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것을 양보하 습니다. 

이러한 이삭은 무엇을 얻게 되었나요? 아래 세 가지 그림을 보고 적어 보세요.

이삭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투고 화를 내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상상해서 적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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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로마서 12:18)

내가네게복을주어

네자손으로번성케하리라



나를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도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인지 알아봅시다. 

다음 각각의 질문에 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에 표시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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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친구나 형, 동생이 괴롭힐 때, 
화 내지 않고 잘 참아요. 

나는 친구나 동생에게 욕이나 나쁜 말을
잘 하지 않아요

나는 모든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편이에요.

나는 어떤 친구가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괴롭히지 않아요.

나는 친구와 싸웠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하고 먼저
사과하는 편이에요.

나는 좋은 물건이나 맛있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가져요.

나는 나를 미워하는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한 적이 있어요.

나는 친구들과 잘 싸우는 편이에요.

나는 몰래 뒤에서 어떤 친구의 흉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미워하는 친구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괴롭힌 친구에게 그 로
갚아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나는 친구들이 한 친구를 따돌림 시킬 때, 
나도 따라서 그 친구를 따돌리곤 해요.

정말 그래요 보통이에요 아니에요



모두 표시 하 나요? 그러면 각각의 질문에 한 답에 점수를 매겨 보세요. 

그리고 그 점수를 모두 더하세요

자신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이제 점수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 평가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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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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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전도’라는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지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친구들을 전도한다면 친구들은 성경말 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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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⑦번 질문:   ‘맞아요’☞ 2점‘잘 모르겠어요’☞ 1점 ‘아니에요’☞ 0점

⑧�⑫번 질문:   ‘맞아요’☞ 0점‘잘 모르겠어요’☞ 1점 ‘아니에요’☞ 2점

점

점점수수가가 2244점점~~1177점점인인 사사람람은은!!

이삭처럼 온유하고 잘 참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군요!

점점수수가가 1166점점~~99점점인인 사사람람은은!!

조금만 참는 연습을 한다면 칭찬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군요.

점점수수가가 88점점~~00점점인인 사사람람은은!!

너무 참을성이 없어 사람들을

전도하기 힘들겠어요. 이삭의

온유함을 배워야겠어요.

을 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찐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베드로전서 3:17)



우물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가축 떼와 함께 풀과 물을 따라 이동하는

유목생활을 하 습니다. 우물은 땅 속에 흐르는 물줄기를 찾아 땅을 파서 만들었는데 우물

하나하나에 이름을 붙여 줄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은 건조하고 비가 적었기 때문에 우물을 가지는 일은 생사를 좌우할

만큼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이삭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우물들을 양보하 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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