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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DIRECTIVE 
두번째 영성훈련 지침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도 우리
를 가장 특별히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
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시
간, 정해진 장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우리의 운명을 정의해 줍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거나 부인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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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최고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돌리고 영원
히 그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느 것
도 이 신성한 계획을 대치할 수 없습니다.


  시편 8:1-9 
 
1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
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2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3   주
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
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4   사람이 무엇
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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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5   그를 하나님보
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
셨나이다 6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7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8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
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그리 아름다
운지요 

오 주여, 주께서는 저를 주님과 같이 만드셨으며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나의 영혼의 갈망함을 만족
시켜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
서 저를 아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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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문: 창세기 1:26-31,  2:18-25 
 
창 1:26-31 
26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
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
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
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
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
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
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
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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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   또 땅의 모든 짐승
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
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
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1:26-31) 
 
 
창 2:18-25

18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
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
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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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
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   아담이 모든 가축
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
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   여호와 하나
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22   여
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
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
르리라 하니라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25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
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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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안내: 

1. 위의 도입 구절을 묵상해 보십시오. 

2.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에 참석할 특권을 주신 
창조주의 성품에 관해 명상해 보십시오. 

3. 당신은 영원불멸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으며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도록 운명
지워졌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솔직한 심정
으로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십
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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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어서 다음의 진술에 주의 기울여 보십시오. 
호흡에 맞춰 천천히 이 확언을 반복하고 각 확
언구절이 명시하는 감정이나 생각에 유의해 
보십시오.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 중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다…” 
 “나는 생존하고 있으며 나의 존재를 의식하
고 있다...” 
 “나는 나의 생애동안 하나님과 동행(동참)할 
것이다.” 
 “나는 영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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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에 제시한 대로 본문을 보고 나서 당신의 생
각과 감정 그리고 감사를 표현하는 편지를 하
나님께 쓰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저는 너무나 훌륭하고도 두렵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저에게 주
어진 그 특권을 충분히 알지 못합니다. 

제가 누군지 장차 무엇이 될런지 인도하여 주소
서. 
( 여러분 자신의 기도로 만들어 계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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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 Your Creaturehood! 

God made us unique among all creatures 
on earth. We are aware of our beginning 
and our end. The	 time we have been 
given, the place we have been set and the 
gifts	 we possess define our destiny. 
Created in the image of God for the 
purposes of God, we either fulfill God's's 
will or deny it. "The chief end of man(sic) is 
to glorify God and to enjoy him forever!” 	
Nothing on earth can be substituted for 
this Divine Intention.

 
Psalm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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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God, You have made me like yourself 
and nothing less than yourself can satisfy 
the cravings of my soul. I seek you that I 
may know you and be known by you.

 
Text: Genesis 1:26-31, 2:18-25 
 
Guide to the text:  

1.Reflect on the introductory paragraph 
above. 

2.Meditate on the nature of a Creator who 
would give you the privileg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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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ipating a divine purpose. 

3.Think on the fact you are made in the 
image of the eternal God and have been 
destined to participate in God's plan.  
Speak honestly your thoughts and 
feelings to God. 

4.In succession focus your awareness on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Repeat the affirmation slowly in rhythm 
with your breathing and notice the 
thoughts and feelings each affirmation 
elicits. 
"I was always in God's mind..." 
"I was made in the image of G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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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m alive and conscious of my being ..." 
"I will be involved with God in my life ... " 
"I will be forever …" 

5.After spending time with the text in the 
ways suggested above, writer a letter to 
God in which you relate your thoughts, 
describe your feelings, and express your 
gratitude.


Creator God, I am wonderfully and fearfully 
made and I do not fully grasp the powers 
that have been given me to know you and 
to do your will. Show me who I am and 
what I am to bec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