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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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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아브라함이 한 일 창 15.
❖ 아브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에 대한 자기의 의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창 15:2).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롬 4:20-22)
❖ 그리고 이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창 15:9-18):
— 가축을 희생제사로 드림 ( 9-10 절) => 예수님께서 우리 죄 대신 죽으심.
— 독수리들이 그 주위를 날아 다님 (11 절) => 노예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 (13 절)
— 불타는 화로 ( 17 절)=>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정해짐 (18 절) => 에덴동산으로 돌아감.
이. 사라가 한 일. 창 16.
❖ 10 년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래는 자기가 그 씨앗의 어머니가 될 희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젊은 여종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믿음을 이겼습니다.
❖ 사래는 하와처럼 의심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람은
아담처럼 타협했고 사래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 하신다는 약속을하셨습니다 (창
16:10-12).
삼. 약속의 상징. 창 17.
❖ 하나님은 약속의 상징들을 만드셨고 모세, 예레미야, 바울은 이 상징을 피부를
제거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이해했다 (신 10:16; 30:6; 렘 4:4; 롬 2:28-29).
❖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들 뿐만 아니라 세상사람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씨, 구원자가 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 삶을 누리게 됩니다.
❖ 이 약속을 상징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 아브람 [“존경받는 아버지”] =>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
— 사래 [“나의 공주”] => 사라 [“모든 사람의 공주 (여주인)].
사. 약속을 확증하심. 창 18:1-15.
❖ 아브라함은 황당했습니다. 사라는 90 살 먹은 할머니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창 17:17).
❖ 하나님은 이 나이 많은 부부와 만나서 이야기하시려고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창 18:1-2).
❖ 아브라함은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접했고 옆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히
13:2).
❖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창
18:12).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고 사라도 믿게 되었습니다(히 11:11).
❖ 마침내 하나님도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과 함께 웃으셨습니다 (이삭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 아브라함의 중보 창 18:16-19:29.

❖ 두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먼저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
18:22).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용서하실 수
있는 가장 적은 의인의 수를 협상했습니다 (창 18:23-32).
❖ 네 명만 구조되었고 세명만 살아 남았습니다. 의인 다섯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벧후 2:7-8)만 살아 남았습니다.
❖ 소돔의 멸망은 악인들의 최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유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