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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2강 ♬ 78장

말씀 / 창세기 1:26-2:3

요절 / 창세기 1: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자

†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

1.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특별한 뜻을 두셨습니까(26)? (참조 시8:4-8)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in our likeness, and let them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over the livestock, over all the earth, and over all the creatures that move 
along the ground"

시 8:4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5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특별한 뜻을 두셨다. 비록 동물과 같이 여섯째 날에 만들었지만 인간을 다른 동

물과 특별히 구별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시8:5). 또한 만물의 영장으로 삼으사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개척하고 다스리는 위대하고 존귀한 존재로 삼으셨다(26,시8:6-8). 또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로써 하나님 - 인간 - 만물의 창조질서가 생겨나게 되었다.

† 여기서 사람의 지위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위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

만약 사람이 지위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만물을 섬기는 존재로 타락해버린다.

셰익스피어의 햄릿 중에서 “인간이란 어찌 이다지도 기막힌 걸작인가? 슬기롭고 고귀한 이성, 무한한 재능, 적절하

고 훌륭한 형체와 행동은 천사와 같고 이해력과 신과 같이 세계의 미요 만물의 영장이니라” 

2.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의 본래 모습이 어떠합니까(27)? (참조 엡4:15,24, 롬8:29)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7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첫째, 영혼의 존재이다(2:7).

육 : 인간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로 본체가 흙에 속한 자이다. 근본적으로 잘 깨어지고 부스러지는 

연약한 존재.

영 : 하나님의 생기로 생령이 됨. 육신을 가지고 살아움직이는 영은 사람뿐. 동물은 영이 없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으며, 기도하지 못한다(롬8:29, 요4:24).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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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존재이다.

1) 사랑 - 거룩한 사랑을 가졌다(엡4:15, 요일4:7,8)

엡 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엡 4:7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

나님을 알고
    8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ex) 슈바이쩌 - 법학,신학,의학,문학 박사를 획득하여 많은 명예와 부를 누릴 수 있었으나 아프리카에 가서 의료봉

사를 하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이는 우리 마음 속에 남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보여준다.

테레사 수녀 - 인도에서 여러 나환자들, 문둥병자들을 치료해주며, 몸소 사랑을 실천하였다.

2)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엡4:24)

엡 4: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벧전 1: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로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3) 창조적 지성 : 인간의 주택양식은 변화하였다. 그러난 동물은 여전하다.

4) 양심의 존재 :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낌. 흉악한 범죄자도 양심이 있어서 자식만은 올바르게 진실되게 살기를 

원함.

양심은 인간이 타락한 후에도 이는 남아있어 죄를 깨닫게하며, 하나님을 찾게 한다. 

† 우리는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완전한 자, 온전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은 존재였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
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3.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28)? 이 사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8 God blessed them and said to them,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the birds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on the 
ground."
☞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명을 축복으로 주셨다. 축복이란 사명인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

으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

라

-외적인 열매 : 자손번성, 전도의 열매(요15:8,11)

-내적인 열매 : 성령의 열매(갈5:22,23)

둘째,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Fill the earth and subdue it) : 자연을 개척하고 경작하라

-안일, 게으름 등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죄악들을 정복하라, 절망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굴하지 말고 적극적

으로 도전해서 정복하라. 이 세상의 죄의 세력에 정복당하지 말고 이 세상을 정복하라. 이는 파괴하라는 뜻이 아니다.

정복한다 : 원어로 ‘카바쉬’로 발로 밟다, 주무르다를 뜻하는 것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자원개발, 농경, 채광, 지리적 발견, 과학적 발명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척정신이 담겨져 있다.

셋째, 다스리라(Rule over) : 청지기로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잘 관리하라.

-관리하는 인생. 자연을 파괴하고 남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보호하고 잘 관리하는 것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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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이다. 그러므로 나의 몸도 잘 관리하여야 한다.

☞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뜻은?

제자양성(마28:19,20, 눅5:10, 행1:8), 신앙적 성숙, 학생/직장인으로서 승리, 인생 관리

ex)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

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

4.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29,30)?

29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
물이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29 Then God said, "I give you every seed-bearing plant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and every tree and 
all that has fruit with seed in it. They will be yours for food. 

30 And to all the beasts of the earth and all the birds of the air and all the creatures that move on the 
ground - everything that has the breath of life in it - I give every green plant for food." And it was so.
☞ 인간에게는 채소와 과일을 음식으로 주셨다. 동물에게는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 처음의 생태계는 살생이 없

었다. 평화롭게 살았다(사11:6-9).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은 사명인들의 

먹는 문제를 친히 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마6:33).

5.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는 기쁨이 어떠합니까(31)? 여기서 (1) 인간이 가져야 할 절대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2) 인간의 근본목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오. 

31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31 God saw all that had made, and it was very 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 the 

sixth day.
☞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It was very good. : wonderful!, 보라! 이 얼마나 좋으냐!

☞ 인간이 가져야 할 절대적인 가치관 - 인간은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 이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참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열등감에 빠지기 때문이다. 얼굴, 키, 말주변, IQ, 

학력 등을 비교할 때 우리는 우월감, 교만, 열등감에 빠진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울고 웃는다. 하나님 앞에서 참

된 자기발결을 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 그동안 나는 어떤 상대적인 생각(열등감/교만)에 시달리고 있었나?

☞ 인간의 근본 목적 -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다.(사43:7)

기독교 교리문답 제 1문 : 사람의 제1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고전10:31)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인생의 참행복이 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대신 인간이나 물질, 자연을 섬기는 

자는 우상숭배자가 된다. 그 인생이 비참해진다.

6. 천지 만물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2:1-3)?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참조 출20:10,11)

☞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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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다 - 구별하셨다. 다르게 하셨다.

☞ 그 날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주일)의 의미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인 쉼을 얻는 날.

둘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날,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날.

셋째,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 이날은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새롭게 해야 한다. 예배하고 영적

인 교제가짐.

안식 : 영혼의 만족, 이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다. 이는 육신적으로 쉬고, 스트레스를 해

소하거나 기분전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시107:10,11, 히4:3-11)

구약시대에는 안식일(토요일)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고 감사찬양드렸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

이 다시 부활하신 날(안식후 첫날, 주일)에 예배를 드렸다.(행20:7, 계1:10)

† 인간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나를 발견해야한다. (절대적 가치관, 존재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