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모든것이 새롭다.
All Things New
Week #4 “넘어서다” “Beyond”

창세기GENESIS 12:1-4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
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에, 나이는 일흔다섯이었다.
The Lord had said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 your people and your father’s household to the land I will show
you. 2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I 3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4 So Abram went, as the Lord had told him;
창세기GENESIS 12:3B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예레미야JEREMIAH 29:4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to all those I carried into exile from Jerusalem to Babylon:
예레미야JEREMIAH 29:5-6
너희는 그 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 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딸을 낳고, 너희 아들
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 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
여라.
Build houses and settle down; plant gardens and eat what they produce. 6 Marry and have sons and daughters; find
wives for your sons and give your daughters in marriage, so that they too may have sons and daughters. Increase in
number there; do not decrease.

예레미야JEREMIAH 29:7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Also, seek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city to which I have carried you into exile. Pray to the Lord for it, because
if it prospers, you too will prosper.”
히브리어HEBREWS 11:8-10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
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
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
랐던 것입니다.
8 By faith Abraham, when called to go to a place he would later receive as his inheritance, obeyed and went, even
though he did not know where he was going. 9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he lived in tents, as did Isaac and Jacob, who were heirs with him of the same promise. 10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with foundations, whose architect and builder is God.
히브리어 HEBREWS 11:9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 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9 By faith he made his home in the promised land like a stranger in a foreign coun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