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5/18/2018

천지창조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한번쯤은 이 천지 만물의 탄생, 소멸에

천지창조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해도 답이 없기에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배운 진화론에 의해서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의

하나님

형태로 진화되었을 것이다라고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쓰고 계신
핸드폰이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여러분 손에 있을리가 없고,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진화된

형상과 모양

계체에 의해서 순식간에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1.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
(
-

)이며 (

), 곧 (

)이며 (

)이요,

)이다”(요한계시록 22:13)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계 22:13, 새번역)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

-

)며 (

태초에 (

)이십니다.
)이 (

)를 창조하셨다(창 1:1)

26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 1:26-27, 새번역)

2. 천지 창조의 순서를 아래 빈칸에 넣어 보세요.

3. 여섯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

)과 (

)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6-27).
-

삼위하나님의 창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

)가 (

)의 형상을

따라(26)
-

하나님의 형상대로 (

)와 (

)로 창조하셨습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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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창조
우리가 배우기 시작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한번쯤은 이 천지 만물의 탄생, 소멸에

천지창조
하나님
형상과 모양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고민해도 답이 없기에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연스럽게 배운 진화론에 의해서 작은 변화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의
형태로 진화되었을 것이다라고 마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쓰고 계신
핸드폰이 자연스럽게 진화해서 여러분 손에 있을리가 없고, 지금 나 자신이 어떤 진화된
계체에 의해서 순식간에 형성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만들었습니다. 그럼 성경은 무엇이라 말할까요?

1.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요한계시록 22:13)라고 말씀하십니다.
-

이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그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창 1:1)

2. 천지 창조의 순서를 아래 빈칸에 넣어 보세요.

3. 여섯째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습니다(창 1:26-27).
-

삼위하나님의 창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26)

-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27).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계 22:13, 새번역)
26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창 1:26-27, 새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