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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0. (Singapore Seminar)                                 lecture1

Title : Redemptive History of Gen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첫 강의를 맡은 김바울 목사이고, 옆에 계신 분은 통역을 맡아

줄 박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해서 아쉽지만 오늘 온라인세

미나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저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가지 감사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친구도 만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한 일상 

생활들이 행복한 일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그동안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경제가 마비되고, 직장을 잃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며, 어떠한 지역에서는 교회 

나가 예배 드리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지냈던 것이죠.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입니다. Declar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여기서 ‘종말’은 요한 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의미하며, ‘처음’은 창세기에 나타난 창조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종말을 언제

부터 예고하셨느냐? 창세기에서부터 예고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말을 이해하기 위해

서는 먼저 창1장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첫 강의 제목을 <창1장의 구속사>
라고 잡아봤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Isa 46:9-10) Remember the former things long past, For I am God, and there is no 
other; [I am] God, and there is no one like Me, (10) Declaring the end from the 
beginning And from ancient times  things  which  have not been done, Saying 'My 
purpose will be established, And I will accomplish all My good pleasure’;
(사 46:9-10)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

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10)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

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 Introduction : How can we see Gen 1? 
The first thing we see when we open the Bible is Genesis 1.

Genesis 1 is the first chapter as well as the introduction of the Bible as a whole.

Therefore, the view of the entire Bible changes depending on how you view Genesis 1.

We can understand Genesis 1 in three different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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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 Story of Creation  

Many questions arise when we observe this
- Why were 7 days necessary? (all things could have been created in 1 second)
- How are the lights different between the 1stday and the 4thday?
- Why is there no mention of “it was good to see” on the 2ndday?
- Time was created on the 4thday, then what is the standard of criteria for the 1st to the 3rd day?
- Why did the evening come first and the morning come later?

What we can see is that Genesis 1 means more than just the creation of everything 
that is visible in the universe 

(2) Compression of the Entire Bible
Senior Pastor Abraham Park said this:

Because Genesis 1 was not understood, the whole of Genesis came out and because 
Genesis was not understood, the whole of the Bible came out.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the meaning of all redemptive history is contained within 
Genesis 1.

       Gen 1     Genesis            Bible

(2Pe 3:8) 1day = 100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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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n1 points to Jesus Christ.
(Jn 5:39)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and it is these that bear witness of Me.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

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Mt 13:35) so that what was spoken through the prophet might be fulfilled, saying, "I WILL 

OPEN MY MOUTH IN PARABLES; I WILL UTTER THINGS HIDDEN SINC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마 13:35)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 the Transfiguration Revealed in Gen 1.
The most significant events in the End Times are the 2nd Coming & Transfiguration.

                Tree of Life  ----------------------> Transfiguraton

  Adam                                                                          Heaven
                Tree of Good & Evil ---> sin & death ---> Cross & Resurection  

Jesus came to recover the lost blessing of transfiguration.

(Jn 8:51) "Truly, truly, I say to you, if anyone keeps My word he shall never see death.“

(요 8:51)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Jn 11:25-26) Jesus said to her,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he who believes in 

Me shall live even if he dies, (26)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요 11:25-2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Mt 17:3) Moses and Elijah appeared before Jesus at Mt. Tabor.



- 4 -

Apostle Paul had menioned Transfiguration 3 times in the New Testament. 

(1Co 15:51-52) Behold, I tell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52)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et; for the trumpet 
will sound, and the dead will be raised imperishable, and we shall be changed. 
(고전 15:51-52)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Phil 3:21) who will transform the body of our humble state into conformity with the body 
of His glory, by the exertion of the power that He has even to subject all things to Himself.
(빌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1The 4:17) Then we who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thus we shall always be with the Lord.
(살전 4:17)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

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Amazingly,Amazingly,  Apostle Paul explained Transfiguration Apostle Paul explained Transfiguration 
                                by quoting by quoting Gen1 !!Gen1 !!

(1Co 15:41) There is one glory of the sun, and another glory of the moon, and another 

glory of the stars; for star differs from star in glory.

(고전 15: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3 kind of glory>

glory of the sun ---> (2nd Coming) Blessing of (Transfiguration)

4th Day glory of the moon ---> (1st Coming) Blessing of (Resurrection)

glory of the stars ---> (Old Testament) Blessing of the (Law) 
(Mt 13:43) Then THE RIGHTEOUS WILL SHINE FORTH AS THE SUN in the kingdom of their Father.

(마 13:43) 그 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1Co 15:39) All flesh is not the same flesh, but there is one [flesh] of men, and another 

flesh of beasts, and another flesh of birds, and another of fish.

(고전 15: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 kinds of flesh>

             flesh of fish ---> fit for (water)

 flesh of bird ---> fit for (sky)
5, 6th Day 

  flesh of beast ---> fit for (earth)
   flesh of man ---> fit f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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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man body is slower than a fish in water, cannot fly like a bird, nor is it stronger 
than the beasts on earth. Then why was man created?

That answer is in 1 Cor 15:44
(1Co 15:44) it is sown a natural body, it is raised a spiritual body. If there is a 

natural body, there is also a spiritual [body.]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2 kinds of man’s body>

   spiritual body ---> fit for (Heaven)
  

      natural body ---> fit for (earth)

In conclusion, the human body was not created to live on this earth, but to be 
transfigured and live an eternal life in heaven.

(Gen 1:26) Then God said,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according to Our likeness; and 

le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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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age of God ---> our soul

likeness of God ---> our body

(Gen 2:7) Then the LORD God formed man of dust from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being.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dust from the ground ---> (Heb) ָָעפ֙ר ִמן־ ֲָ֔האָדָ֔מה /apar min ha adamah/ (flour-like) fine soil

(Gen 2:19) And out of the ground the LORD God formed every beast of the field and every 

bird of the sky,

(창 2:19)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the ground ---> (Heb) הֲאָדָ֔מָ֔ה /ha adamah/ coarse soil

* Conclusion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창1장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창1장은 우주 공간이나, 인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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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창1장에서 참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there was evening and there was morning ~
이 말씀이 창조 6일 동안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저녁이 있습니다. 그
러나 저녁이 변하여 아침이 되듯이 우리 마음 속에 숨어있는 모든 어둠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리쳐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Zech 14:7) For it will be a unique day which is known to the LORD, neither day 
nor night, but it will come about that at evening time there will be light.
(슥 14:7)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쳐주실 참 빛입니다. 오직 예수
님만을 의지하여 모든 어둠을 이기고 다시는 밤이 없는 영원한 안식 세계에 들어가
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