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세기 1부 2강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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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떤 특별한 뜻을 두셨습니까(26)? (참조 시8:4-8)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시8:4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
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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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하시
고  엡4: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24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
라   롬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28)? 이 사명이 오늘날 우
리에게 주는 뜻이 무엇입니까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
라 하시니라  

4. 하나님께서 인간과 짐승들의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29,30)?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
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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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
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6. 천지 만물을 완성하신 후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2:1-3)? 그날은 어떤날입니까?(참조 
출20:10,11)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
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출20:10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