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두 가지 신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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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했다:“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성시: 시편 135:1-21
본문: 마태복음 13:44-46
제목: 천국의 신비-밭에 숨겨진 보물과 값진 진주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또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롬
다른

신비의

진주에

대하여

1;16)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각각

말씀하신다. 밭은
주님께서 “세상”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13:38). 보물에 대하여서도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독특한 보물과 값진 진주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

말씀이다.

밭에

숨겨진

보물과

매우

값진

있다.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고하라고 말씀하셨다:“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출

그렇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교회들을

모두

사기

위하여 전 재산을 다 투자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의 피를 다
쏟으셨다. 그분께서는 사단에게 빼앗겨서 세상에 파뭍혀 있는
유대인들과 앞뒤를 분간 못하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19:5,6) 시편 기자도 이스라엘에 대해 증거했다:“주를 찬양하라.

예비해 놓으신 지옥으로 향하는 모든 이방인들을 자신의 피로
사시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며 죄인들의 친구가

이는 주께서 선하심이라.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는 그것이
기쁘기 때문이라. 이는 주께서 야곱을 자신의 것으로 택하셨고

되셨던 것이다. 주님께서 붙잡혀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사람이 친구를

이스라엘을 독특한 보물로 택하셨음이라.”(시 135:3,4)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없나니

밭에 감추인 보물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은
세상(밭)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젠가 그들은 회개하고

내가 명령한
15:13,14)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들이라.”(요

주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회개하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러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이 될 것이다, 또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밭을 사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이미 제거하셨다.
그러기에 그들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에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값진 진주가 되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분만을 기다리며 자신들을 정결하게 보존하면서 온전히

그들은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될 것이다. 선지자 스카랴는 이에

그분만을 위하여 일하며 살게 되는 것이다. 온전히 그분의 것이

대하여 증거했다:“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되었으니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했다:“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첫아들을 위하여
빝통에 잠기듯 하리라….그 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슥 12:10, 13;1)
사도 바울도 언젠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을 증거했다: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 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고후 5:14,15)
주님이 보시기에 값진 진주가 되었는가? 다시 말해서 진실로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하리라. 이는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아 새 사람이 되었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안에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롬 11:26,27)

살아계신가? 이에 대한 사도 바울같은 간증이 없다면 구원에 대해

이스라엘이 세상 속에 감추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계획하신 은혜를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주

이에 대해 증거하고 동시에 경고했다:“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의심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강권하심이 없다면
아직도 진주가 되지 못했는지 의심하여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 죄를

십자가에 못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 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제거하시고 죽으신 후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오순절 이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육신 안에 사는 나의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갈 2:20)

사랑을

“너희가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모든 점과 티를 제거하시어 값진 진주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게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후

만드시고 계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매우 값진 진주처럼 아름다운

13:5)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도 요한은 값진 진주들이 들어갈 새예루살렘성에 있는
열두 대문에 대하여 증거했다:“또 그 열두 대문은 열두 진주니

조직체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룬 유기체인
것이다. 진주는 연합을 상징하는 유일하고 완전한 물질이며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계 21:21)

기계적인

사도

그 열두 진주 문을 통하여 들어갈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바울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듯이 하늘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부음 가운데 희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교회의 남편이 되신
다고 증거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말씀에 이한

깨끗한

조직체가

아니라

살이있는

유기물인

것이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는 그러한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게 하려 하신다고 증거했다 (엡 5:26-33).

세마포로 단장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들어갈

문들인

것이다. 이 문들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은헤받을 날이요 구원받을 때임을 잊지
말자! 내일도 아니요 내년도 아닌 오늘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를 지금도 원하시며
기다리시고 계신 것이다.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진주 문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자! 할렐루야!

8-29-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35:1-21
Main scripture: Matthew 13:44-46
Subject: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The hid
treasure in the field, and one pearl of great price
This is another of the word of the mystery spoken by the Lord
manifested in the flesh. This is the mystery of the hid treasure in
the field, and one pearl of great price. The field is the world, saith
the Lord (Matt. 13:38). The scriptures explain us the meaning of
the treasure. The LORD God asked Moses to speak to the Israel:
“Now therefore, if ye will obey my voice indeed, and keep my
covenant, then ye shall be peculiar treasure unto me above all
people: for all the earth is mine. And ye shall be unto me a
kingdom of priest, and an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which thou shalt speak unto the children of Israel.”(Ex. 19:5,6)
A Psalmist also testified of Israel: “Praise the LORD; for the
LORD is good: sing unto his name; for it is pleasant. For the
LORD hath chosen Jacob unto himself, and Israel for his
peculiar treasure.”(Ps. 135:3,4)
Israel is the hid treasure in the field; Israel is now hidden in the
world, for they have not obeyed the words of covenants of God.
But they shall return unto the LORD God some day in the future
repenting their sins. Therefore the Lord Jesus Christ came to the
world, and took away the sin of the world to buy this field. So they
shall repent their sins nationwide when Christ comes back to
Jerusalem. Prophet Zechariah testified of this: “And I will pour
upon the house of David, and upo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the spirit of grace and of supplications: and they
shall look upon me whom they have pierced, and they shall
mourn for him, as one mourneth for his only son, and shall be
in bitterness for his firstborn….In that day there shall be a
fountain opened to the house of David and to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for sin and for uncleanness.”(Zech. 12:10, 13:1)
Apostle Paul also testified of Israel to be saved in the future: “And
so all Israel shall be saved: as it is written. There shall come
out of Sion the Deliverer, and shall turn away ungodliness
from Jacob. For this is my covenant unto them, when I shall
take away their sins.”(Rom. 11:26,27)
Since the Israel had been hidden in the world,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Jesus Christ to the world to give the grace as he had
plann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e Lord Jesus Christ
has given the Holy Spirit unto the believers after he died for sins of
the world, and rose again the third day. Since the day of Pentecost,
God has been making them born again through the Holy Spirit for
whosoever repent sins to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and
refining them through many trials to be without spot and blemish
to make them one pearl of great price. The church of God is the
bride that makes one body; and God is in the process of making it a
beautiful bride of Christ as one pearl of great price. The church is
God is not any kind of organization, but an organism of one body
in the Holy Spirit. Pearl is an only and perfect material that
symbolizes unification; it is not a mechanical organization, but a
living organism. Apostle Paul testified, Jesus Christ departed the
heavenly Father to come to the world, and he became the husband
of the church of God in the Spirit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as a man leaves his father and mother to be joined
unto his wife to be one flesh. Therefore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his church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that he
might present it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it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Eph. 5:26-33).

Apostle Paul testified, these two mysteries are included in the
gospel of Christ: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for every one that
believeth;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Rom 1:16)
In other word, there is hidden the will of God to make the Jew and
the Gentiles the hid treasure and one pearl of great price each
through the gospel of Christ.
Yes! Christ has invested his whole possession to buy the Jew
and the church; he shed all his blood of life out of his body. He laid
down his life shedding his blood, and wanted to be the friend of
sinners such as the Jew in the world that had been taken by the
Satan, and also the Gentiles that are blind not knowing them on the
way to the hell that was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Jesus said to his disciples to let them know this grace: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Ye are my friends, if ye do whatsoever I command
you.”(John 15:13,14)
When Jesus Christ come again, the remnant of Israel that
repent their sins shall be the hid treasure in the field. Whosoever
repent and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Lord and Saviour
whether he is the Jew or Gentile shall be one pearl of great price
that waits upon the Lord and keep them pure, and live only for him.
It is so natural since they have been totally belonging to him.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very clearly: “For the love of Christ
constraineth us; because we thus judge, that if one died for all,
then were all dead; And that he died for all, that they which
live should not henceforth live unto themselves, but unto him
which died for them, and rose again.”(2Cor. 5:14,15)
Are you now the pearl of great price unto the eyes of the Lord
Jesus? In other word, have you repented to be washed by the blood
of Jesus Christ, and to be a new creature? Are you died with Christ
on the cross, and Christ is living within you? Unless you have
same testimony as Apostle Paul, you have to doubt of your
salvation. Without the love of Christ constraining you, you may
not the pearl of great price ye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issue
and warned at the same time: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Gal. 2:20)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prove your
own selves, Know ye not your own selves, how that Jesus
Christ is in you, except ye be reprobates?”(2Cor. 13:5)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twelve gates in the New Jerusalem
where the pearl of great price shall 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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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21)
The bride of Christ shall enter into the city through the twelve
gates. The bride of Christ is the group of them that are united in the
Spirit totally and clothed with the white and clean linen in the
Blood of Christ and the word of God and the anointment of the
Holy Spirit. Are you ready to enter this gate? If not,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and for the day of grace to receive. It is not
tomorrow or next year either, but today. God the Father still wants
all men to be the bride of Christ. Let us prepare ourselves to be the
bride of Christ through repentance and faith in the gospel of Christ,
and to meet the Lord in the air to enter the gate of pearl!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