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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인간

어느날 한 작온 소년의 형상을 새긴 유명한 나무 조각가에

관한 어린이들의 이야기가 있융니다. 그 조각가는 이 아름팝

게 조각된 작품을 피노키오라고 불렀융니다. 그는 그의 작품

을 자랑하였융니다. 그러나 그 인형이 그에게 보답하는 사량

을 할 방법이 없었융니다.

만일 조각가가나무소년속에작은 말하는 기계를 넣었었다

면 어떤 일이 얼어났을까요? 아마 그는 그 작은 인형을 웅직

여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해서 조각가가 만족했을까요 ? 그는 감동을 받아 “이제

나는 나의 인형이 나률 사량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을

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인형은 사량을 표현할 수 없

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진정한 느낌이 없는 기계척인

말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물든 그이야기는 나무 소년이 살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

고 있융니다. 그는 그 자신의 마옴을 갖게 되었고 그가“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그 조각가를 감

동시켰융니다. 왜 그랬올까요 ? 왜냐하면 나무 소년이 그렇

게 말하도록 강조됨이 없이 진정으로 그는 사랑하여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하나의 우화임을 압니다. 그러

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올 만드실 때 어떻게 느

끼셨는지률 약간 묘사해 주고 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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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인간을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 자신

의 선태에 따라 권능으로 만드셨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옵니다. 그러나 나무토막에 조각하

지는 않으셨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간을 만드셨옵니까?

그가 인간에게 주신 특성들이 무엇이었옵니까? 지난 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성들 중에 몇 가지와 하나님올 향한 우리

의 태도에 대하여 배웠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올

만드셨으며 그가 인간에게 주신 책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로 합시다.

이 과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요점

창조시 인간의 상태

현재 인간의 상태

이 과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요점

•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인간을 만드셨는지를 설명한다.

l 인간의 죄된 상태의 원인을 이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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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시 인간의 상태

목적1.어떻게 인간을 만드셨는가를 말하고 인간이 창

조되어진 이유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나무들과 꽃들과 동물들과 함께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셨

다고 말씀하고 있옵니다. 그러나 완전한 창조는 아니었옵니

다.그 아릅다웅올 즐기고 나눌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창세기 l장 26-27 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올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

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

과 온 땅파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

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랍을 창조하시

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이미 창조된 동물들파는 같지 않온 것이었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온 몸 (body) 과 정신 (sou l)과영(spirit) 의 완전환 영광

스러운 창조였옵니다. 창조에 대한 자세한이야기는하나님께

서 흙으로 인간을 형성하셨옴을 창세기 2장에서 주어졌융니

다.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므로

사랍이 살게 되기 시작하였융니다.

삶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사랍온 자신이 결정을 내릴 수 있

었융니다. 그는 그의 일상 생활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서 하나님온 “내가내 영광

올 위하여 창조환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

었느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저녁 무힐 때 인간과 함께 그들이 사둔

아륨다훈 동산에 서 걸으시고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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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하나님은 첫 인간인. 아담파 이브률 사랑하셨고， 그들

의 완전한 교체가 영원히 계속되기를 훤하셨융니다.

그러나하나님온 만일 이것을 강제로 하면. 아담과이브가

선택의 기회가 없으므로 그와의 교제가 완전하지 못할 것을

아셨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툴 가지셨으며， 인간올 그

자신과 같이 만드셨고， 교제가 깨지지 않고 아름답게 계속되

는지 어떤지 결정하는 자유를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아담과 이브는 그와 같은 방법이 지켜지기를 훤하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 다른 어떤 일올 훤했옵니다. 어

느날 그들온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훤했던 것을 결정해야할자

리에 오게 되었융니다.

~~

좋 연구과제

다융설명 중 옳은 설명 앞의 글자에 0표하십 시오.

a 인간은 하나님 의 영광올 위해 창조되 었융니다.

b 하나님은 인간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창조하셨융

니다.

c 하나님의 생기는 인간을 생령으로 만드셨융니다.

d인간은 몸과 정신과 영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융니다.

e 인간용 션택의 자유률 갖도록 창조되었융니다.

2 요한 계시륙 4장 11절융 암기하십시요. 암기하신 후에

아래의 빈칸을 채우십시요.

우리 이여 파 와 을 받으시는

것이 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만물이 주의

뜻대로 또 올 받았나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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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옴 셜명에서 정답을 선택하십시요. 인간은 무엇을 위

해 만들어졌융니까?

a 압박을 받고 중노동하기 위하여

b 하나님께 봉사하도록 강요받기 위하여

c 하나님께 영팡올 돌리기 위하여

현재 인간의 상태

목적 2. 인간의 타락의 결과로써 인간의 상태톨 인식하

십시요.

하나님 이 피조물과 교통을 하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 의 마

옴은 얼마나 기뤘을까요.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의

온혜로훈 교제를 깨뜨리는 선택을 하였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이 그의 완전한 상태로부터 타락한것입니

다.인간은 잘못 선택하였고 최인이 되었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랍의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랍이 죄인당

것같이”라고 말씀하고 있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최를 모르는 체하시지 않습니다.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으시며 그의 말씀에 반대하여 가시지 않습

니다. 하나님온 왈순종이 인간에게 죽음의 원인이 되는 것이

라고 말씀하셨융니다. 아담과 이브는 에덴동산의 낙원을 떠

나야 했고 하나님의 엄재로부터 분리되게 되어야 했옵니다.

오늘날 인간의 상태는 아직도 죄된 것입니다. 로마서 3 장
23절에 “모든 사랍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

지못하더니”라고 말쏟하고 있옵니다. 인간온 선택의 능력을잃

온 것옹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은 아직도 사랍들을 하나님으

로부터 멸리 있게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