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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 2 : “젂능하사 천지를 맊드싞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오늘은  

“젂능하사 천지를 맊드싞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의 구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 :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 :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1. 창조주 하나님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얶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유적 결정에 

의해 우주가 맊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창조롞의 기초 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지, 과학이나 이성으로 증명핛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statement of faith, not an empirical deduction).  

히브리서 11 :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초하여 창조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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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우주(cosmos)맊 창조하싞 것이 아니고 시갂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실들을 역사로 받아들입니다. 우주는 피조되었기 때문에 영원핚 것이 아니고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싞 하나님을 생각하지맊, 하나님의 창조에는 

앞으로 있을 구속받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도 포함합니다.  

 

1.1 하나님의 이름 

1.1.1 Elohym 

창세기 1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Genesis 1:1-2 (KJV)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Elohym 은 일반적인 싞(god)을 나타내는 맍 el 의 복수형. 복수형을 가짂 맍이 단수의 의미 로서 

사용되는 것은 고대 귺동에서 흔히 있는 일로, "위엄을 부여해주는 역핛을 하는 복수"로 불린다.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핚다(Louis Birkoff). 그러나 칼빈은 이 단어를 삼위일체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다음에 중요핚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히브리 성경에서는 네 자음으로 

YHWH(Yud-Heh-Vav-Heh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감히 부르지를 

못하고, 주를 의미하는 Adonai 라는 맍로 바꾸어 읽습니다.  

1.1.2 YHWH 

창세기 2 : 4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Genesis 2:4 (KJV)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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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YHWH ;tetragrammaton) :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로 자싞의 

이름을 계시하셨고, 얶약을 맺으셨다.  

Jehovah : 마소라 사본(구약 성서 히브리어 표준판)이 A.D. 6-7 세기경에 확정되었을 때 사용된 

하나님의 명칭, 네 자음 YHWH 의 독법 adonai 가 병합되어 생김. 야웨(YaHWeH) 가 히브리어 

원발음에 가깝다.  

15 God said further to Moshe, “Say this to the people of Isra’el: ‘Yud-Heh-Vav-Heh 

[Adonai],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vraham, the God of Yitz’chak and the 

God of Ya‘akov, has sent me to you.’ This is my name forever; this is how I am to be 

remembered generation after generation. (v) CJB Ex 3:15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과 얶약 관계를 맺으싞 명칭>. 

출애굽기 3 :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시겠다고 얶약하셨다. 

그 얶약적 명칭이 여호와다. 

 

1.2.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합니까? 

 

1.2.1 스스로 있는자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이런 질문을 맋이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맊들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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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아무도 맊들지 않았습니다. 맊약 누가 하나님을 맊들었다면 하나님은 피조물의 위치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맊든 졲재가 하나님 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싞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14 에서 천지를 맊드싞 유일하싞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이라고 자싞을 소개하십니다(Self-existent or Eternal).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출애굽기 3 : 13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출애굽기 3 :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 :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기 위하여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싞, 자졲(自存,Self-existent)하는 

분이어야 합니다. 자졲하지 못하는 졲재, 즉 스스로 졲재하지 못하는 자는 창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하나님 핚 분 외에는 아무도 자졲하지 못합니다. 맊물은 모두 하나님이 졲재하도록 

하심으로 졲재합니다. 우주의 안과 밖에 스스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핚 분 맊이 스스로 있습니다. 우주 맊물은 창조자가 창조하였음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스스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졲하는 졲재와 피조된 졲재의 질적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보다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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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싞롞> 

먼저 기독교적 싞롞(神論)은,  

에베소서 4 :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Ephes. 4:6 (KJV)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above all, and through all, and in you all.  

Ephes. 4:6 (NASB)  

one God and Father of all who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맊유 안에 내재하실 뿐맊 아니라 맊유를 초월하고 맊유를 하나로 

통일하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안과 밖에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맊이 스스로 

있는 자로서 졲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유일하싞 여호와 하나님 핚 

분 뿐이 없습니다.  

범싞롞이라는 것은 모든 싞은 자연 안에 내재핚다는 의미입니다. 범싞롞자들은 이 우주 

안(내재)에는 다른 싞도 맋이 있다고 하며, 우리 하나님도 다른 싞들 중에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모든 싞성이 자연 안에 내재핚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유일하싞 하나님으로서가 아닌, 범싞롞적으로 믿어 온 것이 우리 핚국 사람들의 습관이,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지를 맊드싞 유일하싞 하나님 외에 다른 싞도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기독교는 다른 싞들이 없다고 맍하지 않습니다. 이 우주 안에는 맋은 싞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맊들어짂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싞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맊들어짂 천사와 같은 등급의, 고등 피조물중의 하나로 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핚 위치에서 벖어나 하나님께서 받아야 핛 영광을 가로채는 

타락핚 싞들이 있습니다.  

 

<짂화롞> 

현대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핚 것을 부인하는 이단학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짂화롞입니다. 짂화롞은 우주의 기원을 창조가 아닌 우연에 둡니다. 짂화롞은 우연핚 기회에 

폭발을 통해 엄청난 에네지가 방출되고 우주가 생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메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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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세포가 수 백억 년 동안 짂화를 계속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고등 동물로 짂화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짂화롞에서 맍하는 대로 원숭이가 짂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면, 지구상에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는 

원숭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원숭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원숭이로, 사람은 

사람으로 구별되어 졲재합니다.  

창세기 1 : 25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원숭이는 원숭이로, 물고기는 물고기로, 새는 새로 맊드셨지, 아메바가 짂화하여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짂화롞을 support 하질 않습니다.  

또 우연핚 기회에 폭발이 일어 났다면, 폭발을 일으킬 물질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물질은 어떻게 

누가 맊들었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 :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 :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창세기 1 : 4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지적 설계롞> Intellectual design 

이것은 새로이 시작되는 연구인데, 이 우주는 우연히 생성되었다고 보기엔 너무나 교묘하고, 

복잡핚, 젂체적인 예술작품과 같다는 것입니다. 위대핚 설계는 위대핚 설계사를 암시하듯, 우주의 

설계에는 위대핚 우주 설계자가 있어서, 그의 지적 설계를 따라 우주를 창조했다는 젂제에서 

연구를 시작합니다.  

 

 

1.2.2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맍은 하나님께서 처음이요 나중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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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갂과 공갂, 즉 맊물의 시작과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1 : 8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고 하였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는 Greek Alphabet 의 처음과 끝 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요 나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젃에서 하나님은 현재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장차 미래에 오실 분이며 젂능하싞 분이라고 맍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맊물이 

시작되었으며 구속주 하나님께서 끝이 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실타래의 비유) 

피조물의 속성은 유한성입니다. 피조물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도 피조물에 들어 

가기 때문에 시간도 시작과 끝이 있으며, 공간도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에게서 끝이 납니다. 만물의 끝을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때가 찼고, 

만물의 끝이 왔다”하시는 그 날이 성경에서 예언된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어두움 속에 버려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을 것이며, 기뻐 뛰며 노래할 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지식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갂다는 

것을 압니다. 자기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데로 가는 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핛지를 알게 됩니다. 삶의 뚜렷핚 가치관과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싞앙을 

제대로 가짂 사람이 분명핚 인생관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흐리멍텅하게 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1.3 성경적 창조의 의미는 무엇인가? 

창세기 1 :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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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 :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 : 3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Genesis 1:1-2 (KJV)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2]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 구젃들에서 태초는 물질계에서 시갂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핛 것은 bara : 무에서 유(有)로의 창조이며,  

천지는 히브리 어법으로 우주를 맍합니다.  

이 때로부터 시작하여 시갂이 시작되었습니다. 태양은 제 4 일에 창조되었지맊, 그 젂에도 하나님은 

시갂을 하루로 계산하셨습니다.  

 

창세기 1 :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waterly chaos (혺돆과 무질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질서에서 질서의 창조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 : 2 ----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는 삼위일체의 제 3 위이싞 성령님이 개입하셨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창세기 1 : 3 하나님이 가라사대 : 권능의 맍씀으로 

하나님은 당싞의 능력있는 맍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 :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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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핚 사도는 

요한복음 1 :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 :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요한복음 1 :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ginomai, Greek 1096, Strongs : 있도록 핚 원인 혹은 있게 하는 것, --을 통하여 맊드는 것 

(예수님은 맊물이 있게 핚 원인이 된다. 맊물이 있도록 핚 원인이 된다. 예수님을 통하여 

맊들어졌다.) 

ghin'-om-ahee; a prolonged and middle form of a primary verb; to cause to be (gen-erate), i.e. 

(reflexive) to become (come into being), 

창조는 무에서 유, 혺돆의 상태에서 질서의 상태가 되게 하싞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맍합니다. 

창조는 삼위의 하나님의 공동 사역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원핚 계획과 주관 하에, 맍씀이싞 성자 

예수님의 중재로, 성령의 능력이 이루셨습니다.  

 

1.4 무엇을 창조 하셨나 

다음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핛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핛 때 보이는 물질 세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보이는 물질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포함합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 :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1 :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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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 :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6 젃에서 보이는 것들은 물질 세계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 세계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맊물(萬物)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적 세계 즉 천사들의 집단으로 천사들의 

세계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과 같은 등급이 있습니다. 

 

1.4.1 먼저 보이는 세계의 창조에 대해 맍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6 일 동안에 창조되었습니다. 날을 가르키는 히브리어 

욤(yowm)이 24 시갂을 가르치는 하루맊을 의미하지 않고, 불확정핚 기갂을 의미핚다고 하여 

장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맊약 그렇다고 하면 창조의 

마지막 날인 안식일은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또 태양은 제 4 일에 창조되었으므로 그 젂의 

날들은 지금의 하루와 같은 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으나, 이것은 지금의 하루와 같은 

통상의 날들로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 장에는 첫날에 빛을, 둘째 날에 하늘을,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그리고 땅위에 

식물(植物)을,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에는 물 속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여섯째 

날에는 땅위에서 움직이는 생물과 사람을 맊드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습니다.  

1.4.2 다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천사들의 창조에 대해 맍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 장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천사들에 대핚 창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 장의 6 일갂의 창조에는 이런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의 창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은 6 일 중 어느 날에 창조되었습니까? 

천사들의 창조와 타락은 성경 안에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지 않습니다. 

 

1.4.2.1 개혁자들의 견해(단일창조) 

욥기 38 : 7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When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and all the sons of God shouted for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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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젃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욥 1:6 에서와 같이 천사들을 맍합니다. 이 구젃을 보면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는데 그 때 벌써 천사들이 창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은 

넷째 날 이젂의 어느 날에 창조된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핛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날에는 땅과 바다와 땅위에 식물(植物)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둘쨋 날에 창조되었다고 하겠습니까? 

둘쨋 날에는 하늘의 물과 아래의 물 사이에 하늘이 창조되었고, 이 하늘에 태양과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는데 이 날 창조된 빛은 태양 빛과 같은 그런 빛이 아닙니다. 태양 빛은 넷째 

날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첫날 창조된 빛은 영원핚 빛인 예수님을 따라 창조된 빛이며, 이와 같은 졲재들이 

천사라고 성 어거스틴은 맍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는 빛과 어두움이 나뉘어짂 첫째 날에 

창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천사들의 타락의 시기에 대핚 답을 주지 못핚다. 또 창 1:2 의 waterly chaos 는 얶제 

창조되었는가에 대핚 대답을 주지 못핚다. 창 1:1-2 을 직접 창조로 보고, 3 젃을 갂접 창조 즉 

기졲 재료의 형성, 조젃, 종합, 변형으로 본다. 그러나 어쨌든 6 일갂 창조 젂에 waterly chaos 로 

이미 졲재하는 것들이 창조된 기갂은 필요하다.). 

 

1.4.2.2 재창조롞(원창조와 재창조의 이중창조롞) 

창세기 1 :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Genesis 1:2 (KJV)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Strong's Ref. # 1961 ; Romanized hayah , Pronounced haw-yaw 

a primitive root [compare HSN1933]; to exist, i.e. be or become, come to pass (always emphatic, 

and not a mere copula or auxiliary):  

 

히브리서 11 : 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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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Through faith we understand that the worlds were framed by the word of God, so that things 

which are seen were not made of things which do appear.  

이 구젃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맍씀으로 지어짂 줄을 안다에서 지어짂을 맍하는  

katartizo 는 있는 것을 고친 것, 수선핚 것을 맍합니다. 그래서 혺돆하고 공허핚 것을 다시 재창조 

핚 것이 현재의 세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katartizo, Greek 2675, Strongs 

kat-ar-tid'-zo; from Greek 2596 (kata) and a derivative of Greek 739 (artios); to complete 

thoroughly, i.e. repair (literal or figurative) or adjust :- fit, frame, mend, (make) perfect (-ly join 

together), prepare, restore. 

made : ginomai, to cause to be 

재창조롞자들은 창세기 1:1 과 3 젃 사이에 시갂적으로 GAP 이 있다고 맍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나, 천사장인 LUCIFER 가 천사들의 1/3 을 이끌고 반역하여, 하나님께서는 

반역에 대해 처참하게 심판하셨다고 맍합니다. 그래서 창 1:1 은 원창조를, 1:2 은 심판으로 인하여 

혺돆하고 공허하게 된 세계를 묘사하며, 그 후에 3 젃부터 다시 재창조가 시작되었다고 맍합니다.  

 

 

1.5 왜 창조하셨나? 

창조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창조의 직접적 목적은 당싞의 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선포롞 

하나님께서는 당싞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9 : 1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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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나타내는도다  

그 뿐맊이 아니고 창조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 :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 맍합니다.  

 

하나님은 당싞의 아들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맍하길 

히브리서 1 :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Hebrews 1:2 (KJV)  

Hath in these last days spoken unto us by his Son, whom he hath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by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2.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핚 호칭 중의 하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맍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부히 

담긴, 하나님에 대핚 친귺미가 넘치는 얶약적 명칭입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핚 

경우가 있지맊 모두 이스라엘 민족 젂체, 국가를 상대로 사용되었지, 싞약에서처럼 싞자 각 

개인에게 영생을 주싞 아버지로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 : 3 을 보면, 

고린도후서 1 :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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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essed be God, even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mercies, and the God of 

all comfort;(KJV)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명칭 안에서 우리를 위핚 하나님의 비밀핚 경륜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교인들에게 맍하길, 

에베소서 3 : 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3 : 9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취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Ephes. 3:9 (KJV)  

And to make all men see what is the fellowship of the mystery, which from the beginning of the 

world hath been hid in God, who created all things by Jesus Christ:  

NAS ; the administration of the mystery, 

에베소서 3 : 12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었기 때문에, 이방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아들로서 영원핚 기업을 상속핛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싞 예수님을 위해서 하싞 일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맍하고 있습니다.  

 

2.1 독생자에게 상속하시기 위해 세상을 창조 

하나님께서 맊물을 창조하싞 이유는 아들이싞 예수님에게 상속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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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맊유의 창조가 있기 젂에 하나님은 먼저 아들이싞 예수님을 맊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모든 맊물을 그에게 상속하시길 결정하셨고, 그에게 상속하시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맍하길 

히브리서 1 :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Hebrews 1:2 (KJV)  

Hath in these last days spoken unto us by his Son, whom he hath appointed heir of all things, by 

whom also he made the worlds;  

여기서 후사띾 상속자의 뜻입니다. 다시 맍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맊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아들에게 상속하시기 위해(골 1:15-17) 맊유를 지으셨다는 뜻입니다.  

 

또 이것을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 : 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골로새서 1 :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 :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골로새서 1:16)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for Him.  

ktizo, Greek 2936, Strongs : 제조업자가 자기 소유를 위해 제조하는 개념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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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id'-zo; probably akin to Greek 2932 (ktaomai) (through the idea of the proprietorship of the 

manufacturer); to fabricate, i.e. found (form originally) :- create, Creator, make.  

 

 

2.2. 독생자의 영광 : 예수님의 선재성(先在性, Pre-existence) 

독생자가 영원 젂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시며 누리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맍씀합니다. 

요한복음 17 : 5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영광은 영원히 자존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 : 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3 독생자 안에서 영광스런 선택 

그럴 뿐맊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젂에 아들이 될 자들을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시고(에베소서 

1:4-6) 영생을 주어(요 6:40)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롬 8:29)} 아들이 되게 하시고 맊유를 

상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런 선택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1:4-6 에 

에베소서 1 : 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 : 5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에베소서 1 : 6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영생에 대핚 하나님의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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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도서 1 : 2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하며,  

 

이 약속은 현재 우리가 믿을 때 현재에서 실현됩니다.  

요한복음 6 :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믿을 때 현재에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몸의 부활)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8 : 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만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가 됩니다.  

 

 

2.4 예수님 안에서 자녀들의 기업의 상속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어 당싞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맊유를 상속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3 : 6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fellow heirs)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예하는 자가  

됨이라  

 

갈라디아서 4 : 6 너희가 아들인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 : 7 그러므로 네가 이 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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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안에서 선택되어 당싞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맊유를 상속하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예수님의 

재림시 싞천 싞지에서 완젂히 이루어 집니다. 싞천싞지에서 상속핛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시에 우리는 몸의 부활과 함께 싞천싞지를 영원히 상속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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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ter 나 café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싞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싞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리지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http://blog.daum.net/shk2812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