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2010 주간 메세지 

성시: 시편 125:1-5 

본문: 요한복음 14:1-14 

제목:우리를 영원한 하늘의 처소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스카리옷 유다가 떠난 후에 주님께서 유월절 양을 

먹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듣는다. 이 

약속의 말씀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을 믿으라는 마지막 

유언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약속을 하시면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고 재차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는 집은 이 세상 어느 

저택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본문을 통하여 주님의 입을 통하여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날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은 “주의 

날”이나 “여호와의 날”이나 “진노의 날””심판의 날”과 

다른 날인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공중에 나타나는 날이지만 다른 

날은 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오시는 날인 것이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날에 대하여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다: 

“주께서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사도 바울은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복된 소망이라고 증거했다: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 2:13-14)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부활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날 일을  “신비”라고 증거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에 눈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리하여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음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고전 

15:51-53) 

     죽은 자의 부활은 족장들이 믿었고(창 22:5,히 11:19), 

선지자들을 통해 계시된 사건이며 (사 26:19, 단 12:2,13, 호 

13:14), 죽은 자들이 살아난 기적들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 

(왕상 17:17-23(사르밧 과부의 아들, 왕하 4:32-36 

(수넴여인의 아들); 13:21(엘리사의 죽은 뼈에 닿은 시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고(마 9:26, 

(야이로의 딸)눅 7:12-15(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요 

11:43,44 (나사로)),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다 (요 

10:18, 눅 24:1-8). 주님의 부활을 따라 죽었던 몸들이 

부활했고 (마 27:52,53 (구약성도들)), 사도들이 죽은 자들을 

살렸다 (행 9:36-41(도르가);20:9-10(유두고)).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포함되는 두 번의 부활이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있는 것이다. 이것들은 성도들의 부활인 생명의 

부활(살전 4;16-18, 고전 15:22,23, 계 20:4) 저주의 부활(요 

5:28,29, 계 20:11,12)로 구별된다. 이 둘은 천 년의 

기간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될 저택들이 있는 도성을 보여주셨다. 그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으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에비되었다고 

증거했다 (계 21:2). 또한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말하면서 그가 영 

안에서 그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었다 (계 21:9-10)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라 말씀하셨고 그 도성을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그 도성을 직접 본 요한은 

우리가 살 집을 자세하게 증거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또 크고 높은 성벽도 

있으며, 열두 대문이 있고 그 문에는 열두 천사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에 문이 세 개, 북편에 문이 세 개, 남편에 

문이 세 개, 서편에 문이 세 개이며 또 그 도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하며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 도성을 측량하니 일만 이천 

스타티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또 그가 그 

성벽을 측량하니 일백사십가 큐빗이라. 이는 사람의 척도, 곧 

천사의 척도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람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제신스, 열 두째는 

자수정이더라. 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계 21:11-21) 

 

     주님께서는 이 도성이 있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오순절 날에 사도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분명하게 증거했다: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행 4:12)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실 것이며 이는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한 

것들이 응답될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때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여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일을 넘치게 하다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는 자들이 되자!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들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능력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빌 

4:13)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할렐루야! 



6-6-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25:1-5 

Main scripture: John 14: 1-14 

Subject: The Lord Jesus Christ shall come again to invite us to the 

eternal dwelling place 

      After Judas Iscariot left, Jesus gave the word of promise to his 

disciples in the middle of eating the lamb of Passover. This 

promise also has been given unto all the believers. This is the final 

word asking to believe in him, and let not our heart be troubled. 

Jesus confirmed his word again saying,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The mansions which the Lord Jesus is preparing 

for us cannot be compared to any mansions in the earth. 

 

     In the main passage, Jesus is talking about the day of Christ for 

the first time. “The day of Christ” is different from “the day of the 

LORD” or “the day of Jehovah” or “the day of wrath’ or “the day 

of judgment”. The day of Christ is the day when Lord Jesus 

appears in the air to take his bride to heaven, but the other day is 

the day when he come down to the earth to judge. 

 

    The Holy Ghost testified of the day of Christ through Apostle 

Paul: “ 
16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17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18

Wherefore comfort one another with these 

words.”(1Thes. 4:16-18)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second coming Christ as blessed 

hope:   “
13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ur Jesus Christ; 
14

Who gave himself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all 

iniquity, and purify unto himself a peculiar people, zealous of 

good works.”(Tit. 2:13-14)  

He also testified of the thing that will happen to the resurrecting 

saints in the day of Christ as a mystery: 

“ 
51

Behold, I sh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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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mp: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53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1Cor. 15:51-53)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had been believed by the chiefs of 

the tribes (Gen. 22:5, Heb. 11:19 Abraham); and it had been 

revealed by the prophets (Isa. 26:19, Dan. 12:2,13, Hos. 13:14); 

and the miracles of the revival of the dead had been written in the 

Old Testament (1King 17:17-23 (The son of the widow in 

Zarephath, 2King 4:32-36 (The son of the woman of Shunammite, 

2King 13:21(a dead man touched into the spulchre). Jesus also 

raised the dead men (Matt. 9:26(the daughter of Jairus), Luke 7:12-

15(the only son of the widow in the city of Nain), John 11:43-44 

(Lazarus; and he also foretold of his resurrection (John 10:18, 

Luke 24:1-8). Many dead bodies rose again following with Jesus’ 

resurrection (Matt. 27:52, 53(the saints of the Old Testament)). 

Apostles also raised the dead men (Acts 9:36-41(Dorcas); 20:9-

10((Eutycus)).  

Two other resurrections of the dead in the grave are to be 

happening in the future; the first one is the resurrection of the 

saints called the resurrection of life (1Thes. 4:16-18, 1Cor. 15:22, 

23, Rev. 20:4), and another is the resurrection of curse (John 5:28, 

Rev. 20:11, 12). These two are separated from each for the period 

of thousand years. 

 

     Lord Jesus showed to John the mansions in the Holy City where 

we are to live with the Lord forever. He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Rev. 21:2).  One of the seven 

angels talked with him, saying, Come hither, I will show you the 

bride, the Lamb’s wife. And he carried John away in the spirit to a 

great and high mountain, and showed him that great city, the holy 

Jerusalem, descending out of heaven from God (Rev. 21:9-10). 

 

     Lord Jesus called the dwelling place prepared for his bride as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which is the wife of the Lamb.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New Jerusalem in details that he saw:  
“11

Having the glory of God: and her light was like unto a stone 

most precious, even like a jasper stone, clear as crystal; 
12

And 

had a wall great and high, and had twelve gates, and at the 

gates twelve angels, and names written thereon, which are the 

names of the twelve tribes of the children of Israel:  
13

On the 

east three gates; on the north three gates; on the south three 

gates; and on the west three gates. 
14

And the wall of the city 

had twelve foundations, and in them the names of the twelve 

apostles of the Lamb.  
15

And he that talked with me had a 

golden reed to measure the city, and the gates thereof, and the 

wall thereof. 
16

And the city lieth foursquare, and the length is 

as large as the breadth: and he measured the city with the reed, 

twelve thousand furlongs. The length and the breadth and the 

height of it are equal. 
17

And he measured the wall thereof, an 

hundred and forty and four cubits, according to the measure of 

a man, that is, of the angel.  
18

And the building of the wall of it 

was of jasper: and the city was pure gold, like unto clear 

glass.  
19

And the foundations of the wall of the city were 

garnished with all manner of precious stones. The first 

foundation was jasper; the second, sapphire; the third, a 

chalcedony; the fourth, an emerald; 
20

The fifth, sardonyx; the 

sixth, sardius; the seventh, chrysolyte; the eighth, beryl; the 

ninth, a topaz; the tenth, a chrysoprasus; the eleventh, a 

jacinth; the twelfth, an amethyst.  
21

And the twelve gates were 

twelve pearls: every several gate was of one pearl: and the 

street of the city was pure gold, as it were transparent glass. 

“(Rev. 21:11-21) 

 

     Lord Jesus testified of himself as the way to the Father in this 

city clearly. In the day of Pentecost, Apostle Peter testified of this 

being filled with the Holy Spirit: 
“12

Neither is there salvation in any other: for there is none 

other name under heaven given among men, whereby we must 

be saved.”(Acts 4:12) 

 

Lord Jesus also made a new promise unto them that do his ministry 

saying, whosoever ye shall ask in my name, that will I do, that the 

Father may be glorified in the Son. Yes! Whenever we have 

answer of our prayer, our Father is glorified. Let us do his ministry 

abundantly receiving all things in his name to glorify the Father 

until he comes; and let us rejoice in the day of Christ.  Jesus 

promise the believers can do what he had done, and even more 

greater works than he had done. Apostle Paul testified, he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him.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