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90:1-17 

본문: 시편 1;1-6 

제목: 복 있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기 원한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최초로 복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성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욥기 다음에 기록된 시편 첫째 

장에 나타남으로써 그분은 이스라엘을 복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시편 2 편에서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시 2:7)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네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창 12:2-3)고 말씀하셨다. 

최초로 복있는 사람을 보내시기 위하여 아브람을 

택하시고 아브람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또한 복이 되어 

사람들에게 참 복을 주는 축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증거하였다:“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갈 3:14) 

 

    다시 말해서 참 회개를 하여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며 이들 역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다.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아브라함 안에서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 

역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이다 

(갈 3:9).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의 

이름으로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눅 

24:47)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디도도 이에 관하여 증거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가지 욕심과 쾌락에 종노룻하며, 

악과 시기 속에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중오하는 

자였으나, 그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풍성히 부어 주셨느니라.”(딛 3:3-6) 

 

     성령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들은 죄나 악이나 

조롱하며 불평하는 일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그들의 

즐거움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다윗은 그 복에 관하여 증거했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였으니 이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함이니이다.(시 119:11)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나로 그 말씀 위에 소망을 갖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이는 

주의 말씀이 나를 소생시키셨음이니이다.(시 119:49-

50) 

“오 내가 얼마나 주의 법을 사랑하는지요! 그것이 

종일 나의 묵상이 되나이다.”(시 119:97) 

“주의 말씀들이 내 입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나니이다. 주의 법규들을 통하여 내가 

명철을 얻으오니 그러므로 내가 모든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3-105)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생수같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와 전도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사람들을 썩지 않는 하늘나라 곳간에 

올려보내는 형통함이 따르는 것이다. 복받은 자들은 

의인이라 칭하여 질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되었으나 

악인들은 쭉정이같이 되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침례인 요한은 이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리라.”(마 3:11-

12) 

   그렇다! 그분께서 오실 때에 의인들은 하늘로 

인도하실 것이나 악인들은 망할 것이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천기는 분별하여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먼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통하여 

때를 분별하여 시간을 사서 얻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을 복음을 통하여 주는 자들이 되자! 

하늘에서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나팔소리와 

함께 들을 시간이 우리 목전에 있음을 잊지말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영원한 복을 전파하자! 

할렐루야! 



1-3-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90:1-17 

Main scripture: Psalms 1:1-6 

Subject:  Blessed man 

 

       Every man wants to be blessed in the world. The 

main passage mentions about blessed man, not the one 

that received blessing. Who is the first blessed man born 

in this world? The scripture says,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one that appears in the first chapter in the book of 

Psalms written after Job, and he was born to bless the 

Israel. He is the Son of God born of the Spirit. The 

second chapter of Psalms testifies: 

“Thou art my Son; this day have I begotten thee.”(Ps 

2:7) 

 

     When the LORD God called Abram, he promised  

him saying, “ And I will make of thee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thee, and make thy name great; and 

thou shalt be a blessing:  
3
And I will bless them that 

bless thee, and curse him that curseth thee: and in 

thee shall all families of the earth be blessed. “(Gen. 

12:2-3) 

The LORD God chose Abram to send the first blessed 

man, and said to him to be a blessing itself. And all of 

them that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to be born in 

the seed of Abram shall be the blessing; and they shall 

give the true blessing to them that believe.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in the Spirit: 
“14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on the 

Gentiles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Gal. 3:14) 

 

     In other word, they that receive the Spirit of Christ 

through true repentance and faith shall receive the 

blessing of Abraham; and they also shall be blessed 

through preaching the gospel to give the blessing unto 

others. As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in 

Abram, all men   shall be blessed in the Lord Jesus 

Christ born in Abraham along with him when they are 

born again of the Spirit through faith (Gal. 3:14) Lord 

Jesus also preached to his disciples after 

resurrection,  “ 
47

And that repentance and remission 

of sins should be preached in his name among all 

nations, beginning at Jerusalem.”(Luke 24:47) 

 

     In other word, the only way to be born of the Spirit 

is through true repentance and faith in the gospel of 

Christ to receive forgiveness of sins. Titus testified of 

this: “
3
For we ourselves also were sometimes foolish, 

disobedient, deceived, serving divers lusts and 

pleasures, living in malice and envy, hateful, and 

hating one another.    
4
But after that the kindness 

and love of God our Saviour toward man appeared, 
5
Not by works of righteousness which we have done, 

but according to his mercy he saved us, by the 

washing of regeneration, and renewing of the Holy 

Ghost;   
6
Which he shed on us abundantly through 

Jesus Christ our Saviour; “(Tit. 3:3-6) 

     They that are born again have nothing to do with sins, 

evil, mocking and murmuring. Their delight is only in 
the truth that is the word of God. David that received the 

blessing of Abraham  testified 

“11
Thy word have I hid in mine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thee.”(Ps 119:11) 
“49

Remember the word unto thy servant, upon 

which thou hast caused me to hope. 
50

This is my 

comfort in my affliction: for thy word hath 

quickened me. “(Ps 119:49-50) 
“97

O how love I thy law! it is my meditation all the 

day.”(Ps 119:97) 

“ 
103

How sweet are thy words unto my taste! yea, 

sweeter than honey to my mouth!  
104

Through thy 

precepts I get understanding: therefore I hate every 

false way.  
105

Thy word is a lamp unto my feet, and a 

light unto my path. “(Ps 119:103-105) 

 

      They that meditate the word of the Lord are to be 

filled the Spirit as the living waters to bear the fruit of 
the Spirit and evangelism, and prosper in the ministry of 

the Lord in sending many souls to the barn in heaven. 
The blessed men shall be righteous men, and they shall 

be known by God, and  God shall count even the 
number of hairs. But wicked  men shall be cast into the 

unquenchable fire as chaffs. John  the Baptist testified of 
this: 

“ I indeed baptize you with water unto repentance. 

but he that cometh after me is mightier than I, whose 

shoes I am not worthy to bear: he shall baptize you 

with the Holy Ghost, and with fire:  
12

Whose fan is in 

his hand, and he will throughly purge his floor, and 

gather his wheat into the garner; but he will burn up 

the chaff with unquenchable fire.”(Matt. 3:11-12)  

 
      Yes! When the Lord comes again, he shall invite 

the righteous into the heaven, but the wicked shall be 
perishing. There is not much time left. Let us not be 

blinded not discern the generation, just only discerning 
the weather; let us discern the time through the word of 

God, and redeem the time to preach the eternal blessing 
through the gospel of Christ.! Let’s not forget the time 

to hear the voice of the Lord, “Come up hither!” with 
the sound of trumpet near at hand before our sight. Let 

us preach the eternal blessing until he appears in the ai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