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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창세기 제 1 강                                                                              
말씀 : 창세기 1:1-25
요절 : 창세기 1:1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1. 천지가 언제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1)? 이 말씀이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2. 땅은 어떤 상태에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2)?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3)? 낮과 밤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4,5)?

3. 하나님이 둘째 날과 셋째 날에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6-13)? 하나님이 피조물의 이름을 부르신 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5,8,10)? 
‘각기 종류대로’ 창조하신 것이 무엇이며, 여기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11,12,21,24,25)?

  
4. 하나님이 넷째 날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어떤 일을 하게 하셨습니까(14-19)? 다섯째 날 물들과 하늘에는 무엇이 있게 하셨으며,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20-23)? 하나님은 여섯째 날 무엇을 만드셨습니까(24,25)? 

5. 6일 간의 천지창조에는 어떤 조직과 질서가 있는지 말해보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는 말씀이 몇 번 반복되며, 이를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히11:3)? 하나님이 그 지으신 것들을 보신 소감이 어떠했습니까(4,10,12,18,21,25)?  

V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V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
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
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V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9 하나
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
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V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
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
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
째 날이니라 20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
았더라 22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2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
라.”

V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V10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V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V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V21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V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

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