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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m-up 질문
1.

가장 마음에 남는 구절과 그 이유를 나눠 주세요.

2.

생긴 질문을 나눠주세요.

묵상질문
1. 과제 1-1 [1 장]
당시 이스라엘은 아마 하나님을 일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유일한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주중에만
일하는 것 (출애굽기 20:9-10)은 창조 시에 하나님은 일하시던 방식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일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나요?
2. 과제 1-2 [1:24-27]
만드신 만물을 보시면서 "좋다"고 하신 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동물을
어떻게 다르게 만드셨나요? 하나님께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3. 과제 1-3 [1:28]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신 일을 파트너쉽(partnership)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4. 과제 1-4 [2:4-14]
4-14 절에서 다시 나오는 창조 이야기에서 "어떻게 인간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맡게 되었는가?"라는
1 장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봅시다.
5. 과제 2-1 [2:15]
1:28 의 “다스리라”와 함께 2:15 에서 “지키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인간의
책임에 대해 무엇을 말해 주나요?
6. 과제 2-2 [2:15]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려" 할 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왜
중요한가요?
7. 과제 2-3 [2:19]
고대 셈족에게 "이름을 짓는 것"은 어떤 사물의 참 본성을 분별하는 능력과 권리가 있음을 의미했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물의 이름을 짓도록 명령하셨을
때 어떤 기대를 하셨을까요?
8. 과제 2-4
실업 문제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이 있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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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2 장 (개역개정)

창세기 1-2 장 (새번역)

1:24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1:24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니,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었다.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25 하나님이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집짐승도 그 종류대로, 들에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사는 모든 길짐승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26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모양대로 3)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3)온 땅과 땅에 기는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27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29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채소와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들이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것이다.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30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준다"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31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여섯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샛날이 지났다.

2: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1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2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2 하나님은 하시던 일을 엿샛날까지 다 마치시고, 이렛날에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쉬셨다.

안식하시니라

3 이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쉬셨으므로, 하나님은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4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의 일은 이러하였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에덴 동산

에덴 동산

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없었으므로, 땅에는 나무가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4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 땅에서 물이 솟아서, 온 땅을 적셨다.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7 주 하나님이 2)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1)생령이

8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되니라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8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9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과

9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10 강 하나가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에덴을

생명 나무와 2)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지나서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네 강을 이루었다.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11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인데, 금이 나는 하윌라 온 땅을 돌아서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흘렀다.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12 그 땅에서 나는 금은 질이 좋았다. 브돌라라는 향료와 홍옥수와

땅을 둘렀으며

같은 보석도 거기에서 나왔다.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3)베델리엄과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구스 온 땅을 돌아서 흘렀다.

호마노도 있으며

14 셋째 강의 이름은 티그리스인데, 앗시리아의 동쪽으로 흘렀다.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이다.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15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곳을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15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16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17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18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19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고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 있는 동물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하나하나를 이르는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20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이름을 붙여 주었다.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5

Genesis Chapter 1-2 (NASV)
24 (AC)Then God said, “Let the earth bring forth living
creatures after their kind: cattle and creeping things and
beasts of the earth after their kind”; and it was so.
25 God made the (AD)beasts of the earth after their
kind, and the cattle after their kind, and everything that
creeps on the ground after its kind; and God saw that it
was good.
26 Then God said, “Let (AE)Us make (AF)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and let them (AG)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sky and
over the cattle and over all the earth, and over every
creeping thing that creeps on the earth.”
27 God created man (AH)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created him; (AI)male and female He created
them.
28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to them, “(AJ)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earth, and subdue it;
and rule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birds of
the sky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29 Then God said, “Behold, (AK)I have given you every
plant yielding seed that is on the surface of all the earth,
and every tree which has fruit yielding seed; it shall be
food for you;
30 and (AL)to every beast of the earth and to every bird
of the sky and to every thing that moves on the earth
which has life, I have given every green plant for food”;
and it was so.
31 God saw all that He had made, and behold, it was
very (AM)good. And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the sixth day.

The Creation of Man and Woman
1 Thu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re completed, and
all (A)their hosts.
2 By (B)the seventh day God completed His work which
He had done, and (C)He rested on the seventh day from
all His work which He had done.
3 Then God blessed the seventh day and sanctified it,
because in it He rested from all His work which God had
created and made.
4 (D)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E)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earth and heaven.
5 (F)Now no shrub of the field was yet in the earth, and
no plant of the field had yet sprouted, (G)for the Lord
God had not sent rain upon the earth, and there was no

Genesis Chapter 1-2 (MSG)
1:24-25 God spoke: “Earth, generate life! Every sort and kind:
cattle and reptiles and wild animals—all kinds.”
And there it was:
wild animals of every kind,
Cattle of all kinds, every sort of reptile and bug.
God saw that it was good.
26-28 God spoke: “Let us make human beings in our image,
make them
reflecting our nature
So they can be responsible for the fish in the sea,
the birds in the air, the cattle,
And, yes, Earth itself,
and every animal that moves on the face of Earth.”
God created human beings;
he created them godlike,
Reflecting God’s nature.
He created them male and female.
God blessed them:
“Prosper! Reproduce! Fill Earth! Take charge!
Be responsible for fish in the sea and birds in the air,
fo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s on the face of Earth.”
29-30 Then God said, “I’ve given you
every sort of seed-bearing plant on Earth
And every kind of fruit-bearing tree,
given them to you for food.
To all animals and all birds,
everything that moves and breathes,
I give whatever grows out of the ground for food.”
And there it was.
31 God looked over everything he had made;
it was so good, so very good!
It was evening, it was morning—
Day Six.

2:1 Heaven and Earth were finished,
down to the last detail.
2-4 By the seventh day
God had finished his work.
On the seventh day
he rested from all his work.
God blessed the seventh day.
He made it a Holy Day
Because on that day he rested from his work,
all the creating God had done.
This is the story of how it all started,
of Heaven and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Adam and Eve
5-7 At the time God made Earth and Heaven, before 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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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to cultivate the ground.
6 But a mist used to rise from the earth and water the
whole surface of the ground.
7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of (H)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I)man became a living being.
8 The Lord God planted a (J)garden toward the east, in
Eden; and there He placed the man whom He had
formed. 9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caused to
grow (K)every tree that is pleasing to the sight and good
for food; (L)the tree of life also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10 Now a (M)river flowed out of Eden to water the
garden; and from there it divided and became four
rivers. 11 The name of the first is Pishon; it flows around
the whole land of (N)Havilah, where there is gold.
12 The gold of that land is good; the bdellium and the
onyx stone are there.
13 The name of the second river is Gihon; it flows
around the whole land of Cush.
14 The name of the third river is (O)Tigris; it flows east
of Assyria. And the fourth river is the (P)Euphrates.
15 Then the Lord God took the man and put him into the
garden of Eden to cultivate it and keep it.
16 The Lord God (Q)commanded the man, saying, “From
any tree of the garden you may eat freely;
17 but from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you shall not eat, for in the day that you eat from it
(R)you will surely die.”
18 Then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S)I will make him a helper suitable for him.”
19 (T)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formed every
beast of the field and every bird of the sky, and
(U)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call
them; and whatever the man called a living creature,
that was its name.
20 The man gave names to all the cattle, and to the
birds of the sky, and to every beast of the field, but for
Adam there was not found (V)a helper suitable for him.

grasses or shrubs had sprouted from the ground—God hadn’t
yet sent rain on Earth, nor was there anyone around to work
the ground (the whole Earth was watered by underground
springs)—God formed Man out of dirt from the ground and
blew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The Man came alive—a
living soul!
8-9 Then God planted a garden in Eden, in the east. He put the
Man he had just made in it. God made all kinds of trees grow
from the ground, trees beautiful to look at and good to eat. The
Tree-of-Life wa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lso the Tree-ofKnowledge-of-Good-and-Evil.
10-14 A river flows out of Eden to water the garden and from
there divides into four rivers. The first is named Pishon; it flows
through Havilah where there is gold. The gold of this land is
good. The land is also known for a sweet-scented resin and the
onyx stone. The second river is named Gihon; it flows through
the land of Cush. The third river is named Hiddekel and flows
east of Assyria. The fourth river is the Euphrates.
15 God took the Man and set him down in the Garden of Eden
to work the ground and keep it in order.
16-17 God commanded the Man, “You can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except from the Tree-of-Knowledge-of-Good-andEvil. Don’t eat from it. The moment you eat from that tree,
you’re dead.”
18-20 God said, “It’s not good for the Man to be alone; I’ll make
him a helper, a companion.” So God formed from the dirt of the
ground all the animals of the field and all the birds of the air. He
brought them to the Man to see what he would name them.
Whatever the Man called each living creature, that was its
name. The Man named the cattle, named the birds of the air,
named the wild animals; but he didn’t find a suitable
compa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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