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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개요  

 

창세기는 구원의 드라마를 소개하는 기원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1. 주요 내용 

 

1) 창조: 창세기는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이 우주와 땅,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인간을 부르셨고 창조 세계를 풍요롭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계시로 된 

것으로,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2) 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 자연 만물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죄가 창조 세계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지속적인 반역이 있지만, 이에 대해 하나님은 한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으로부터 

구원자가 나도록 하십니다.  

ㄱ. 홍수: 사람들의 지속적인 죄로 홍수의 심판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창세기 9:1-7).  

ㄴ. 바벨탑: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하는 죄의 절정이 바벨탑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상 

여러 곳으로 흩으시는 것으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을 

통하여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3)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창조 세계 전체의 구속을 가져오려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ㄱ.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는 약속: 창세기 12:1-3, 

창세기 17:7 에서 하나님은 구속의 계획을 확실한 언약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언약의 



중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것들을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고,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은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는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들에 대한 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이 약속들이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29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상속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구원에 이르고, 악은 제거될 것이며, 창조 

세계는 회복되리라는 주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ㄷ. 창세기 15 장: 주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쪼개 놓은 희생 제물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하신 약속들에 대하여 항상 신실하실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창 15:6 아브람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람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확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보게 됩니다. 

4)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재확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시고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2. 구성 

1) 세상과 민족의 기원 

ㄱ. 창조: 1-2 장 

ㄴ. 타락: 3-5장 

ㄷ. 홍수: 6-10 장 

ㄹ. 바벨탑: 11 장 

2) 믿음의 조상들 

ㄱ. 아브라함: 12-23 장 

ㄴ. 이삭: 24-26장 

ㄷ. 야곱: 27-36장, 48-49 장 

ㄹ. 요셉: 37-50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