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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30. (Singapore Seminar)                                     lecture1 

jiyg;G: Mjpahfk; 1 ,d; kPl;gpd; rupj;jp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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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jpia Muk;gj;jpy; ,Ue;J 
mwpf;ifapL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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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1 장의 의미를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첫 강의 제목을 <창 1 장의 구속사> 라고 

잡아봤습니다. 다같이 오늘 본문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Vrhah 46:9-10) Ke;jpg; G+u;tfhyj;jpy; ele;jitfis epidAq;fs;; ehNd Njtd;> 
NtnwhUtUk; ,y;iy; ehNd Njtd;> vdf;Fr; rkhdkpy;iy. me;jj;jpYs;sitfis 
MjpKjw;nfhz;Lk;> ,d;Dk; nra;ag;glhjitfisg; G+u;tfhyKjw;nfhz;Lk; mwptpf;fpNwd;; 
vd; MNyhrid epiyepw;Fk;> vdf;Fr; rpj;jkhditfisnay;yhk; nra;Ntd; vd;W nrhy;y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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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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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pKfk;: Mjpahfkk; 1 I ehk; vg;gb fhz KbAk;?  

Ntjhfkj;ij ehk; epiwe;j clNd vk;khy; fhz;l Kbe;jJ Mjpahfkk; 1 MFk;.  
Mjpahfkk; 1 MdJ KO Ntjhfkj;jpl;Fkhd mwpKfKk; KjyhtJ mjpfkhfTk; cs;sJ.  
Mjhyhy;> ePq;fs; ve;j Kiwapy; Mjpahfkk; 1 I fhz;fpd;wPu;fNsh mJ KO Ntjhfkj;ij ePu; ghu;f;Fk; 
Kiwia jPu;khdpf;Fk;.  
Mjpahfkk; 1 I %d;W tpj;jpahrkhd Kiwfspy; vk;khy; Gupe;Jnfhs;s KbAk;. 

(1) gilg;gpd; fij  

1k; ehs;  2k; ehs;  3k; ehs;  4k; ehs; 5k; ehs; 6k; ehs; 7k; ehs; 

  ntspr;rk; 
kw;Wk; ,Us 

NkYy;sy 
jz;zPu; 

fPOs;s  
jz;zPu; 

jiu 
fly; 

R+upad; 
el;rj;jpuk; 
re;jpud; 

gwitfs;  
kPd;fs; 

 kdpjd;  

tpyq;Ffs; 
 Xa;T 

,e;j tupiria mtjhdpf;Fk; nghOJ mNef Nfs;tpfs; Njhd;Wfpd;wd.  

- Vd; 7 ehl;fs; Njit? (vy;yhtw;iwAk; xNu tpdhbapy; gilj;jpUf;f KbAk;) - 1 k; 
ehSf;Fk; 4 k; ehSf;Fk; ,ilAs;s ntspr;rk; vg;gbahf tpj;jharg;gLfpd;wJ?  

- ,uz;lhk; ehspd; ,Wjpapy; Vd; "ey;yJ vd fz;lhu;" vd;w $w;W Fwpg;gpltpy;iy.?  

- Neuk; ehq;fhk; ehspNyNa gilf;fgl;lJ> mg;gilnad;why; Kjyhk; ehs; njhlq;fp 
%d;whk; ehs; tiuf;Fk; ve;j epu;zaj;jpd; mbg;gbapy; mstplg;gl;lJ?  

Mjpahfk; 1 vd;fpd;w re;ju;g;gj;jpy; rfy gilg;Gf;F mg;ghy; fhl;lg;gl;Ls;s fhz;fpd;w 
cyfj;jpd; Njhw;wkhFk;.   

(2) KO Ntjhfkj;jpd; RUf;fk; 
rpNu\;l Nghjfu; Mgpufhk; ghu;f; ,ij Fwpg;gpl;Ls;shu;  

fhuzk; Mjpahfkk; 1 I Gupe;Jnfhs;stpy;iy. Mjpahfkj;jpy; rfytw;iw ntspapy; 
nfhz;Ltug;gl;lJ> fhuzk; Mjpahfkj;ij Gupe;Jnfhs;stpy;iy> KO NtjhfkKk; 
ntspapy; nfhz;Ltug;gl;lJ.  

kw;WnkhU Kiwapy; $wpdhy;> kPl;gpd; rupj;jpuj;jpd; rfy mu;j;jKk; ,e;j Mjpahfkk; 1 
mlq;fpAs;sJ.  

 1k; ehs;  2k; ehs;  3k; ehs;  4k; ehs; 5k; ehs; 6k; ehs; 7k; ehs ; 

Mjp 1 
  NkYy;sy 

jz;zPu; 

 

   jiu 
fly; 

 
 
 

    kdpjd;  

tpyq;Ffs; 
  Xa;T  

Mjpahfkk; 1 

        Mjp 1           Mjpahfkk;                       Ntjhf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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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spr;rk; 
kw;Wk; 
,Us 

 
   
  fPOs;s  
jz;zPu  

R+upad; 
el;rj;jpuk; 
re;jpud; 

; 

gwitfs; 
kPd;fs; 

Mjpahfk
k; 

4/  

MNgy;  

fhapd; 

5/  

 

VNdhf;F  
[dq;fs; 

6/   
 
Nehth  
[dq;fs; 

17/ 

<rhf;F  

,];khtpy; 

25/  

ahf;NfhG  

Vrh 

37/ 
NahNrg;G  

11 
Fkhuu;fs; 

 

Ntjhfkk;  
 

Mjhk;    
fp.K 4114 

Nehth 
fp.K 3058 

Mgpufhk; 
fp.K  
2166 

jhtPJ  
fp.K 1040 

,NaR 
fp.K 4 

 

kpy;Nydpak 

(2 NgJU 3:8) 1ehs; = 1000 tUlq;fs;  

(3) Mjpahfkk; 1 MdJ ,NaRit Fwpg;gpLfpwJ.  

(Nahthd; 5 :39) Ntjthf;fpaq;fis Muha;e;JghUq;fs;; mitfshy; cq;fSf;F epj;jpa[Ptd; cz;nld;W 

vz;ZfpwPu;fNs> vd;idf;Fwpj;Jr; rhl;rpnfhLf;fpwitfSk; mitf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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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하는 것이로다 

(kj;NjA 13:35) vd; thia ctikfspdhy; jpwg;Ngd;; cyfj;Njhw;wKjy; kiwnghUshditfis 
ntspg;gLj;JNtd; vd;W jPu;f;fjuprpahy; ciuf;fg;gl;lJ epiwNtWk;gb ,g;gb ele;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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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k; ehs;  2k; ehs;  

3k; 
ehs;  

4k; ehs; 
5k; 
ehs; 

6k; ehs; 
7k; ehs; 

Mjp 1   
(Mjp 1:1)  
MjpapNy 
Njtd; 

thdj;ijA
k; 

G+kpiaAk; 
rpU\;bj;jhu; 

  

NkYy;sy 
jz;zPu; 

jiu 
fly; 

  R+upad; 
el;rj;jpuk; 
re;jpud; 

 

 

kdpjd; 

tpyq;Ff
s; 

Xa;T 

rgj; 
ntspr;rk; 
kw;Wk; 
,Us; 

fPOs;s  
jz;zPu; 

gwitf
s; 

kPd;fs; 

  

  

,NaR 

(Nahthd; 
1:1)  

MjpapNy 
thu;j;ij 
,Ue;jJ 

 Nahth 2: 
water   -
-->     
jpuhl;irnr
b 

Nahth 4:10 
[Pt jz;zPu 

 Nahth 
3:3  
kWgbA
k; 
gpwj;jy; 

 kW&g 
khf;Fjypd; 
MrPu;thjq;f

s; 

  

(kj;NjA 12:8) 

" 
kD\Fkhud; 
Xa;TehSf;F
k; 
Mz;ltuha; 

Nahth 
1:4   
[Ptdj;jp
d; x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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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fpwhu; 
vd;whu;.." 

* kW&gkhf;Fjy; Mjpahfkk; 1 ,y; ntspg;gLj;jg;gl;Ls;sJ.  
filrp ehl;fspy; elf;Fk; kpfTk; Kf;fpakhd epfo;Tfs; vd;why; mJ ,uz;lhk; tUifAk;> kW&gkhf;FjYNk 
MFk;.  

                 [Ptdpjpd; tpUl;rk; ----------------------> kW&gkhf;Fjy; 

  Mjhk;                                                                          guNyhfk; 

   ed;ik jPik mwpaj;jf;f tpUl;rk; ---> ghtKk;> kuzKk; ---> rpYit> capu;j;njOjy;
  ,NaRthdtu; kW&gkhf;Fjypd; ,oe;J Nghd MrPu;thjq;fis kWgbAk; 
ngw;W jUtjl;fhf te;jhu;. 

(Nah 8:51) " xUtd; vd; thu;j;ijiaf; iff;nfhz;lhy;> mtd; vd;nwd;iwf;Fk; kuzj;ijf; fhz;gjpy;iy 
vd;W nka;ahfNt nka;ahfNt cq;fSf;Fr; nrhy;YfpNwd; vd;wh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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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h 11:25-26) ,NaR mtis Nehf;fp: ehNd capu;j;njOjYk; [PtDkhapUf;fpNwd;> vd;id 
tpRthrpf;fpwtd; kupj;jhYk; gpiog;ghd;; 26. capNuhbUe;J vd;id tpRthrpf;fpwtndtDk; 
vd;nwd;iwf;Fk; kupahkYk; ,Ug;ghd;; ,ij tpRthrpf;fpwhah vd;w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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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j; 17:3) mg;nghOJ NkhNrAk;> vypahTk; mtNuhNl NgRfpwtu;fshf mtu;fSf;Ff; fhzg;gl;lhu;fs;. 
Gjpa Vl;ghl;bNy mg;Ngh];jyu; gTybahu; 3 jlitfs; kW&gkhFjiy gw;wp Fwpg;gpl;Ls;shu;. 
(1nfhup 15:51-52) ,Njh> xU ,ufrpaj;ij cq;fSf;F mwptpf;fpNwd;; ehnky;yhUk; epj;jpiuailtjpy;iy; 
MfpYk; filrp vf;fhsk; njhdpf;Fk;NghJ> xU epkp\j;jpNy> xU ,ikg;nghOjpNy> ehnky;yhUk; 
kW&gkhf;fg;gLNthk;. 52. vf;fhsk; njhdpf;Fk;> mg;nghOJ kupj;Njhu; moptpy;yhjtu;fsha; 
vOe;jpUg;ghu;fs;; ehKk; kW&gkhf;fg;gLNt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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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ypg;gp 3:21) mtu; vy;yhtw;iwAk; jkf;Ff; fPo;g;gLj;jpf;nfhs;sj;jf;f jk;Kila ty;yikahd 
nraypd;gbNa> ek;Kila mw;gkhd ruPuj;ijj; jk;Kila kfpikahd ruPuj;jpw;F xg;ghf 
kW&gg;gLj;Jthu;.  

(빌 3:21)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 

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1njr 4:17) gpd;G> capNuhbUf;Fk; ehKk; fu;j;jUf;F vjpu;nfhz;LNghf Nkfq;fs;Nky;> mtu;fNshNl$l 
Mfhaj;jpy; vLj;Jf;nfhs;sg;gl;L> ,t;tpjkha; vg;nghOJk; fu;j;jUlNd$l ,Ug;Ng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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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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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rupakhf mg;Ngh];jyd; gTy; kW&gkhf;Fjiy 
Mjpahfkk; 1 ,d; mbg;gilapy; tpsf;fpAs;shu;.!!!  

(1nfhup  15:41) R+upaDila kfpikAk; NtNw> re;jpuDila kfpikAk; NtNw> el;rj;jpuq;fSila 
kfpikAk; NtNw> kfpikapNy el;rj;jpuj;Jf;F el;rj;jpuk; tpNr\pj;jpUf;fpw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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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르도다 

<3 tpjkhd kfpikfs;> R+upaDila kfpik ---> (2k; tUif) (kW&gkhf;Fjypd;); MrPu;thjq;fs; 

re;jpuDila kfpikapd; ehs;---> (1k; tUif) capu;njOjypd; MrPthjq;fs; 4 tJ 

el;rj;jpuq;fSila kfpik ---> (gioa Vw;ghL) fl;lisfspd;  

MrPthjq;fs;    

(kj; 13:43) mg;nghOJ> ePjpkhd;fs; jq;fs; gpjhtpd; uh[;aj;jpNy R+upaidg;Nghyg; gpufhrpg;ghu;fs;. 
Nfl;fpwjw;Ff; fhJs;std; Nfl;ff;fl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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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nfhup 15:39) vy;yh khk;rKk; xNutpjkhd khk;rky;y; kD\Uila khk;rk; NtNw> kpUfq;fSila 
khk;rk; NtNw> kr;rq;fSila khk;rk; NtNw> gwitfSila khk;rk; Nt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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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 4 tifahd khk;rq;fs;> 

 kPdpd; khk;rk; ---> nghUe;Jk; 

(jz;zPu;)  

gwitfSila khk;rk; ---> 

nghUe;Jk; (Mfhak;) 

5, 6 ehs; kpUfq;fSila khk;rk; ---> 
nghUe;Jk;  (G+kp) 

kD\Uila khk;rk; ---> vjl;fhf  ?       
kdpjz;ila ruPukhdJ jz;zPupYs;s kPid tpl nkJthdjhdJ> gwitia Nghy gwf;f KbahJ> 
G+kpapy; ,Uf;Fk; kpUf [Ptd;fis Nghy typik tha;e;jJk; my;y> mg;gbnad;why; kdpjd; Vd; 
gilf;fgl;lhd;? 

1 nfhup 15:44 ,y; mjw;F gjpy; cz;L. 

(1nfhup 15:44) n[d;k ruPuk; tpijf;fg;gLk;> Mtpf;Fupa ruPuk; vOe;jpUf;Fk;; n[d;k ruPuKKz;L> 

Mtpf;Fupa ruPuKKz;L. [ruP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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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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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ifahd kdpjDila ruPuk; >    

Mtpf;Fupa ruPuk;  ---> nghUe;Jk;  

(guNyhfk;) 

      n[d;k ruPuk;  ---> nghUe;Jk; (G+kp) 

Kbthf> kdpjDila ruPukhdJ ,e;j G+kpapy; ths;tjl;fhf gilf;fg;gltpy;iy> khwhf 

kW&gkhfp epj;jpakhf guNyhfj;jpy; [Ptpg;gjl;fhFk;.  

(Mjp 1:26) gpd;G Njtd;: ekJ rhayhfTk; ekJ &gj;jpd;gbNaAk; kD\id cz;lhf;FNthkhf; 

mtu;fs; rKj;jpuj;jpd; kr;rq;fisAk;> Mfhaj;Jg; gwitfisAk;> kpUf[Ptd;fisAk;> G+kpaidj;ijAk;> 

G+kpapd;Nky; CUk; rfyg; gpuhzpfisAk; Msf;fltu;fs; vd;whu;." NjtDila rhay; ---> vk;Kila 

Mj;Jkh NjtDilaij Nghy ---> vkJ ruPuk;  

(Mjp 2:7) Njtdhfpa fu;j;ju; kD\idg; G+kpapd; kz;zpdhNy cUthf;fp> [PtRthrj;ij mtd; ehrpapNy 

Cjpdhu;> kD\d; [Pthj;Jkhthdh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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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지라 

G+kpapd; kz;zpdhNy ---> (vgpNua) ֔מה ָמה ָ ד ָמה  ־   ה  מן ָמה ֙ פה מד  /apar min ha adamah/ (khT 

Nghd;w) rpwe;j kz;  

(Mjp 2:19) Njtdhfpa fu;j;ju; ntspapd; rfytpj kpUfq;fisAk;> Mfhaj;jpd; rfytpjg; 

gwitfisAk; kz;zpdhNy cUthf;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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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z;zpdhNy ---> (vgpNua) ָןה ֔מ ָמד מד  ;ha adamah/ fuLKulhd kz/ה 

* ,Wjpahf 오늘 강의를 통해서 창 1 장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를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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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1장은 우주 공간이나, 인류 역사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져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창 1 장에서 참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rhaq;fhykhapw;W> tpilaf;fhiyahapw;W - 

이 말씀이 창조 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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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fupah 14:7) xUehs; cz;L> mJ fu;j;jUf;Fj; njupe;jJ; mJ gfYky;y 
,uTky;y; MdhYk; rhaq;fhyj;jpNy ntspr;rKz;lhF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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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