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모든것이 새롭다.
All Things New
Week #3 “되다.” “Be”

창세기 GENESIS 12:1-3
1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집을 떠 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2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
상이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여 네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3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Now the Lor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2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3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dishonor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earth shall be blessed.”
창세기 GENESIS 1:26-31
26그러고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어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
물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27자기 모습을 닮은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28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여 이렇
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많은 자녀를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생
물을 지배하라. 29내가 온 땅의 씨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것이 너희 양식이 될 것이다. 30그
리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에게는 푸른 풀과 식물을 내가 먹이로 주었다.” 31하나님
이 자기가 창조한 것을 보시니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하였다.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되자 이것이 여섯째 날이었다.
26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kind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so that they may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
and the birds in the sky, over the livestock and all the wild animals,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27 So God created mankind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28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in the sea and the birds in the sky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창세기 GENESIS 3:1
1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 중에서 뱀이 가장 교활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을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하고 묻자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창세기GENESIS 3:8-13
8그 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에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그분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9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 물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10“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이 거
니시는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11“네가 벗은 것을 누가 너에게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과일

을 네가 먹었구나!” 12“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 과일을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13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
에게 “네가 어째서 이렇게 하였느냐?” 하고 묻자 여자는 “뱀이 꾀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8 Then the man and his wife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as he was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and they hid from the Lord God among the trees of the garden. 9 But the Lord God called to the man, “Where are
you?” 10 He answered, “I heard you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ed; so I hid.”
창세기 GENESIS 3:23
23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의 구성 원소인 땅을 경작하게 하셨다.
23 So the Lord God banished him from the Garden of Eden to work the ground from which he had been taken
창세기 GENESIS 17:1-7
1아브람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 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내 앞에
서 흠 없이 살아라. 2내가 너와 계약을 맺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3그때 아브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4“이것이 내가 너와 맺는 계약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며 5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6내가 너에게 많은 나라를 이룰 후손들을 주겠다. 네 후손 가
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7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 약속을 영원한 계약으로 지키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
다.
When Abram was ninety-nine years old,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faithfully and be blameless. 2 Then I will make my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will greatly increase your numbers.” 3 Abram fell facedown, and God said to him, 4 “As for me, this is my covenant with you: You will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5 No longer will you be called Abram; your name will be Abraham, for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6 I will make you very fruitful; I will make nations of you, and kings will come from you. 7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as an everlasting covenant between me and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for the generations to come, to be your God and the God of your descendants after you. And then a few verses later, we read this:
창세기 GENESIS 17:15-16
15그러고서 하나님은 덧붙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부터 너는 네 아내를 사래라고 부르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 라고
불러라. 16내가 그녀를 축복하여 그녀를 통해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
이니 그녀의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15 God also said to Abraham, “As for Sarai your wife, you are no longer to call her Sarai; her name will be Sarah. 16 I
will bless her and will surely give you a son by her. I will bless her so that she will be the mother of nations; kings of
peoples will come from her.”
창세기GENESIS 17:5-6
5이제부터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6내가 너에게 많은 나
라를 이룰 후손들을 주겠다. 네 후손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이다.
5 No longer will you be called Abram; your name will be Abraham, for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6 I
will make you very fruitful; I will make nations of you, and kings will come from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