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3-2010 주간 메세지 

성시: 시편 45:1-17 

본문: 요한계시록 19:1-10 

제목: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된 복된 자가 되자! 

     본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하여 하늘에 가 

있는 많은 성도들의 찬양 소리를 듣는다. 그 찬양은 

“할렐루야!”로 시작된다. 바벨론 으로부터 시작하여 큰 

바벨론인 창녀 로마교회에 이르기 까지 이세벨 같은 

종교조직의 음행을 통하여 땅을 타락케 한 것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전능하신 주께서 통치하시는 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기도가 응답되는 장면을 우리는 미리 

보는 것이다. 그야말로 앞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일들을 

“breaking News”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Future History”(미래역사)라 부르기에 충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고 그 일들이 실상이 되어 (히 11:1) 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다 (요일 5:4-5). 

 

     그리스도의 날에 부활하여 들림받아 그리스도를 만나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행한 일에 

대하여 불로 시험을 받고 또한 상을 받으며 (고전 3:9-15, 

고후 5:9-10) 마침내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있은 것이다. 그러나 이 세상은 대 환란을 통하여 엄청난 

심판을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큰 바벨론의 심판을 끝으로 

모든 심판에 끝이 나는 장면을 계시록 18 장에 이르기 

까지 미리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 일들이 언제쯤 

일어날 것인가?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저녁이 

되어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찌푸리면 ‘오늘은 날씨가 

좋겠구나.’하나니,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마 16:2-3)고 책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시대의 표적들을 이미 

사도들을 통하여 계시하셨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바라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는 바 이 증거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형제들아, 우리 주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휴거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될 것이라. 아무도 어떤 

모양이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리고나서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리라.”(살후 2:1-3) 

 

     사도 바울 당시에는 이러한 표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19-20 세기 이후부터 교회들이 

배교하여 하나님의 권위 보다 사람의 권위를 높이는 

라오디게나 교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배교는 진리를 

모르는 이단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알면서도 타락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 안에서 마지막 때 배교의 때에 나타날 

발라암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미리 증거하면서 

이 배교에 대하여 단적으로 증거했다: 

“의의 길을 알고 난 뒤에 그들에게 전수된 거룩한 계명을 

저버리는 것보다는 알지 못했던 편이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참된 잠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니 ‘개는 

그 자신이 토해 낸 것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돼지는 씻고 

나서 그녀의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였도다’”(벧후 

2:21-22) 

     이제 우리는 멸망의 아들이며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때에 살고 있는 것이다. 불법의 신비는 미 활동하고 

있었지만 현재는 막는 자가 있기 때문에 멸망의 아들이 

아직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살후 2:7, 

요일 4:3) 이 표적 역시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도 실감나게 듣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죄의 사람이 사용할 짐승의 표가 의료보험 개혁과 

관련되어 미국 정부에 의하여 2013 년부터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베리칩을 받도록 법제화 된 사실을 알고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기간을 줄이기도 하시고 

연장하시기도 하시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런 표적들을 

생생하게 보고 사는 이 때에 깨어서 기도하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일에 힘쓰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행실을 통하여 

세마포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살전 5:5)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실크로드(Silk Road)를 

통하여 그들이 예루살렘에 당도하면 하늘에서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Back to Jerusalem”사역에 

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또한 그들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으니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초대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축복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에 의한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매주 목요일에 있는 기도회와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있는 “Back to Jerusalem” Vision 집회를 통하여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함께 모이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한국 교회들이 이 

지역에 있으며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훈련을 통하여 

이 사역을 위하여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한인 교회들을 깨워서 이 Vision 을 보게 하실지 

어찌 알겠는가? 믿음으로 행할 뿐인 것이다.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할 것이다. 지금까지 중남미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서 이 마지막 사역인 “Back To 

Jerusalem”사역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마지막 사역에 모두 적극 동참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최상의 축복을 받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6-13-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45:1-17 

Main scripture: Revelation 19:1-10 

Subject: Be blessed to be called unto the marriage of the 

Lamb 

 

   We hear the voice of the saints praising in heaven who 

resurrected in the day of Christ in the main passage. Their 

praising starts with saying “Hallelujah”. Beginning from 

old Babylon to the BABYLON THE GREAT which is the 

mother of HARLOTS that is the religious organization as 

the woman Jezebel has been judged completely for making 

the earth be fallen through her fornication; now we foresee 

the scene that our prayer is answered as we have been 

praying,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For the LORD God omnipotent reigns now. Now we see 

the thing to be happening vividly as a “Breaking News”. It 

is enough for us to call the word of God as the “Future 

History”. Therefore when we see the things in advance, 

they become the substances (Heb. 11:1) so that we can 

overcome the world (1John 5:4, 5) 

 

     The saints who resurrect in the day of Christ to be lifted 
to heaven to see the Christ are to be rewarded for their 
works, and their works also are to be tested by fire (1Cor. 
3:9-15, 2Cor. 5:9-10); and now they are entering the 
marriage of the Lamb. But the world is to be judged 
passing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and we can see all 

the judgment shall be finished finalized by the judgment of 
the GREAT BABYLON by the 18th chapter of Revelation. 
Then , when can we expect all these things to happen? Lord 
Jesus rebuked the Pharisees saying, “

When it is evening, ye 

say, it will be fair weather: for the sky is red. 
3
And in 

the morning, it will be foul weather to day: for the sky is 

red and lowering. O ye hypocrites, ye can discern the 

face of the sky; but can ye not discern the signs of the 
times?”(Matt. 16:2, 3)  

 
     God the father has already revealed the signs of the 
times through the Apostles in the scriptures.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signs of the times in the Spirit unto the 
saints of the Thessalonians; now his testimony appears as 
the signs unto us living in the last days: 
 

  “
1
Now we beseech you, brethren, by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  
2
That ye be not soon shaken in mind, or be 

troubled, neither by spirit, nor by word, nor by letter as 

from us, as that the day of Christ is at hand.  
3
Let no 

man deceive you by any means: for that day shall not 

come, except there come a falling away first, and that 

man of sin be revealed, the son of perdition;”(2Thes. 

2:1-3)  

 

     In the times of Apostle Paul, these signs had not been 

realized yet; now the Holy Spirit speaks unto us living in 

the end time of such signs. Now we are living in the days of 

the church of Laodicea that exalt the right of man instead of 

the right of God when the church of God had been apostate 

since 20th century. The apostate doesn’t mean the heretics 

that are ignorant of the truth, but the falling away of the 

church of God even though they know the truth. Apostle 

Peter testified of the false teachers to be appearing in the 

day of apostate in the last days: 

 

   “
21

For it had been better for them not to have known 

the way of righteousness, than, after they have known it, 

to turn from the holy commandment delivered unto 

them.  
22

But it is happened unto them according to the 

true proverb, the dog is turned to his own vomit again; 

and the sow that was washed to her wallowing in the 

mire.”(2Pet. 2:21-22) 

 
     Now we are living the age when the Anti-Christ that is 
called the son of perdition, the man of sin is going to 
appear. At the same time we are also looking forward 
seeing the day of Christ. The mystery of iniquity does 

already work; only he who now let will not; so the son of 
perdition has not shown himself yet (2Thes. 2:7, 1John 4:3). 
We are hearing and seeing these signs in the daily life 
living in America. We already know the Veri-chip to be 
mandatory to be received by everyone by 2013 according 
to the law of medical revolution; this chip has been 
designed to be used as the Mark of Beast by the man of sin. 
We know that God can shorten the times as well as 

postponing the time. But it is the real time for us to be 
prepared to be the bride of Christ sanctifying ourselves 
without any dot and blemish being awakened and praying 
seeing such signs clearly these days. It is the right time for 
us to prepare the white linen through the righteous life, for 
all of us are the children of light (1Thes. 5:5) 
 
     The saints in the underground churches in China believe 

that the marriage of the Lamb shall be in heaven when they 
reach to Jerusalem through the Silk Road; this is the reason 
they have devoted to the ministry of “Back to Jerusalem”. 
We also are participating in this ministry as the co-workers 
with them; what a blessing for us to be called to the 
marriage of the Lamb? Apostle John testified that this 
blessing is true sayings of God. 
 
     We shall see the gathering the bride of Christ through 

the prayer meeting every Thursday as well as the “Back to 
Jerusalem Vision Meeting” in the last Friday every month. 
We can see through the spiritual eyes how many Korean 
churches are prepared for this ministry through the spiritual 
disciplines. God could use this small church to awaken the 
Korean churches so that they may see this vision. We are to 
walk by faith. Many co-labors shall be with us. Our Lord 
must have prepared us for this final ministry “Back to 

Jerusalem” after we have been preaching the gospel in the 
Latin America. What about all of us participate in this 
ministry to be blessed with the most blessing prepared by 
God the Father?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