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경이 주신 목적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 
성경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지 모른다  
 
요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기록 BC 1500 – 창세기  
Usher – 창 5 아담-노아까지 족보가 기록되어있다. 아들 낳은 때가 기록되어있다. 아들 낳은 때를 더하기 하면 
된다.  
창 11 장 셈- 홍수후  
4004 년쯤 탄생하셨다 계산을 함.  
 
창세기도 생명을 주겠다는 약속  
요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쓴 사도 바울은 어디서 공부했을까? 
창세기 – 아브라함을 믿은  
창 15: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창 1: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 장엄한 서두  
왜 창조 이야기를 먼저하셨을까?  
 
없는 것에서 다 불러낸 능력자다. 네게 생명을 줄 수 있다. 증명하심.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조 – 하나님의 능력을 피조물에게 선포해 보여주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도 들어있다.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 가도 암시적으로 기록해 놓으심. 
어떤 시각으로 읽어야 한다. 세 가지 원칙.  
 

1. 구원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 
2. 종말론적 시각으로 – 새 하늘 새 땅  
3. 창조론적 시각으로 성경을 봐라. 

 
구원을 얻는다는 뜻? 영생을 얻은 것. 생명을 얻은 것.  
확실히 증명될 때는 재림하신 후 



요 6: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마 8:	  21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산 사람으로 본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보신다.  
 
이 사실을 알아야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안다.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다. 
행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하신 첫 명령  

창 2:16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ויְַצו (way-‐ṣaw)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19 동물 이름 짓게 하심 
생기 – 하와는 아담에게서 받음  
고전 11: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창 3: 17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보다 여자의 말을 들었다.  
여자가 바르게 서야 남자도 선다.  
 
여자 창조하기 전에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시고 또 여자가 먹었을 때는 가만히 계시고 
남자가 먹고 난 다음에 찾아오셨다.  
 
벧전 1:23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난지 않은 사람들은 썩어질 씨로 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 썩어져가는  
엡 4: 22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 
롬 8: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습 – 썩어져간다.  
죄를 짓는 것이다. 표현.  
왜 죄를 짓는가? 죄의 나무가 되어서. – 열매는 모두 죄다.  



마 7:16-18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썩어지는 나무 – 도덕적으로 죄를 지는 것  
썩다가 폭싹 썩는 것이 죽는 것이다. 그 전에는 소망이 있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은혜의 기간 – 아직 숨쉬고 맑은 정신 가지고. 활동하고 있을 동안. 아직도 
기회가 있다.  
 
생명을 얻으라고 성경을 주심.  
살아가는 것이 죽어가는 존재라.  
성경이 읽음으로 어떤 상태인지 알고.  
썩어질 씨로 태어난 것도 알고 
썩지 않은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그 기간 동안에 썩지 않은 씨로 바뀌어 됨을 받으라. 
생명을 얻으라는 뜻.  
하나님의 시각에는 죽은 자들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