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2-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2:1-22 

본문: 베드로전서 4:1-11 

제목: 마지막 때와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날 마지막 때라는 메세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마지막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부터 시작 된 것이다. 마지막 때란 

말은 문자 그대로 현 세상에 끝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지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현 세상이 소멸되기 위한 최초의 일은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을 가져온 마귀가 심판을 받는 것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에 위로자로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이 세상을 책망하기 시작하셨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 것이다. 지금도 여전히 책망하고 

계신다 (요 16:7-11).  

 

     아담이 범죄한 이후 이 세상이 마귀의 손으로 넘어갔고 그때부터 

마귀는 정사들와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을 사용하여 이 세상을 육천 년 동안 통치해 왔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며 둘째 사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다 (히 2:14, 요일 3:8). 이를 통하여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이 땅을 다시 찾아 아버지께 바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다 (요 

1:3, 골 1:15,16, 고전 15:24).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의 

보혈을 통하여 이 세상 모든 죄들의 값을 치르신 이후, 회개하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피로 사셨으며 (골 1:14, 고전 6:20) 

그분께서 부활하셨을 때 사망의 권세잡은 자 마귀를 이기시고 그를 

심판하여 조만간 그분께서 지상에 나타나실 때 그를 잠시 결박하여 

무저갱 속에 가두셨다가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후에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서 심판을 집행하실 것이다 (계 20:1-3; 7-10).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시작된지 이천 년이 넘게 지난 지금 

우리는 마침내 세상 통치자 마귀가 받은 심판을 집행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여러가지 징조들을 통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사실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말씀들을 들을 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날들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정욕대로 행하며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는 말로 

조롱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증거했다 (벧후 3:3,4) 

선지자 에스겔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혹독한 살육을 받이 마치 

무덤에 있는 마른 뼈들처럼 될 것이나, 다시 이스라엘이 회벅될 것을 

예언했다 (겔 37:11-13). 뿐만 아니라 많은 구약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며 마침내 1948 년 5 월 14 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나타남으로써 성취되었다. 

     선지자 스카랴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기 이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할 

것이며 또한 무거운 돌이 되게 하실 것이며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는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고 에언했다 (슥 12:2,3) 1948 년 까지만해도 세상 

외교지도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금은 

하루도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와 긴장이 보도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되었으며 미국의 큰 짐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달릴 것이요 지식이 증가하리라.”고 말씀하셨다 (단 12:4). 선지자 

다니엘 때만 해도 가장 빠른 교통 수단이 말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말을 이용한 교통 수단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이천 년 동안 가장 

빠른 교통 수단이었던 것이다. 지식의 증가는 어떠한가? 지난 백년 

동안(20 세기)만 보더라도 과학, 유전학 및 첨단 기술 등 셀수 없는 

많은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또한 인터넽의 출현은 

엄청난 지식의 세계로 인류를 인도하게 된 것이다. 이전 세대에서는 볼 

수 없던 지식의 증가가 있게 된 것이다. 가히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려는 시대가 된 것이다.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의 

많은 사실들이 성취된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마 24:3-8). 주님의 

말씀 가운데 마지막 때에 이 지상에 일어날 세 가지 현상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들과 기근들과 지진들인 것이다.. 

전쟁들의 경우 15 세기 동안 29 번의 전쟁이 있었지만 그 이후 59 회, 

75 회, 69 회, 294 회 그리고 20 세기에 278 회의 전쟁들이 있었다. 

그러나 21 세기에는 단 10 년 동안 55 회의 전쟁이 이미 있었다. 기근은 

어떠한가? 15 세기에 6 회, 그리고 게속하여 10 회, 24 회, 28 회, 30 회 

그리고 20 세기에 44 회 있었으며, 21 세기 10 년 동안 12 회의 기근이 

있었다. 지구의 인구가 증가한 것 처럼 기근을 통하여 엄청난 죽음과 

파괴가 일어났던 것이다. 예수님 당시만 해도 로마 제국의 인구가 

오천오백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20 세기 중 첫번째 50 년 동안 

러시아, 중국, 우크라이나, 소련 등지에 있었던 기근을 통하여 3 천만 

이상이 죽었으며 1959 년에서 1961 년 까지만 해도 중국에서 있었던 

기근에서 3 천 6 백만 이상이 죽었던 것이다. 지진은 어떤가? 지난 5 백 

년 동안 강도 7.0 이상의 지진이 난 것을 볼때, 15 세기에 2 회, 그 후 

세기들에 3 회, 7 회, 13 회, 29 회 그리고 20 세기에 123 회였으며 

21세기 첫 10년 동안에만 144회나 일어났다. 

 

    또 하나의 마지막 때의 징조들 가운데 하나는  곡과 마곡의 

연합이다. 이것은 앞으로 대 환란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날 

군사 동맹을 말하는 것이다 (겔 38,39 장) 특히 에스겔 38:1-6 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마곡과 메섹과 두발(현재 러시아), 페르시아(현재 

이란), 에티오피아와 리비아, 고멜과 도갈마(현재 터키, 알메니아와 

터키말을 사용하는 소수 아시안 나라들)가 러시아의 인도하에 연합을 

이룰 것을 말씀하고 있다. 1991 년 소련 연방이 몰락할  때 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이란의 동맹이 전혀 없었다. 2010 년에 들어서 러시아는 

이란과 외교와 군사 동맹을 맺었으며 부셀에 있는 핵시설을 지원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 다른 마지막 때의 징조는 세계 정부를 향하여 나아가는 

현상이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세계화가 단지 다국적 회사들이나 

세계적 상업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날이 이르면 한 

사람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과 나라들을 통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계 

13:7)고 증거했다. 베리칩(Veri-Chip)의 출현을 통하여 이 예언이 

성취될 날이 가까웠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나라들이 그들의 주권을 더 큰 기관들 예를 들면, 유럽 연합, 

국제 연합, 국제 통화 기금 그리고 세계 법정 등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세계 금융 위기나 세계 전쟁의 잠재적 재앙들로 

인하여 더 많은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세계 정부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마지막 때의 징조는 교회들이 

배교할 것을 말씀하셨으며 그후에 멸망의 아들인 죄의 사람인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을  말씀하셨다 (살후 2:1-14). 교회들의 

배교에 대하여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 줄 선생들을 많이 둘 것이며 

또한 그들이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로 

돌리리라”(딤후 4:3,4)고 말씀하셨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세지가 있다. 첫째, 몸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죄를 짓지 말라. 둘째,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셋째,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다시 

말해서 다른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주라. 넷째, 받은 은사를 사용하여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라. 다섯째,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도록 하라. 여섯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섬기라. 

주남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깨끗하게 하신 우리의 양심을 더림히지 말고 

이제는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준비하여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준비되자!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행할 일들인 것이다. 마지막 때를 알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마지막 때를 

모르고 정결한 삶을 사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백투 예루살렘 

운동”을 하는 중국 지하 가정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은 언제 주님께서 오셔도 준비된 삶을 살면서 고난을 

견디며 복을을 전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다.  

할렐루야! 



9-12-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roverbs 2:1-22 

Main scripture: 1Peter 4:1-11 

Subject: The end time and the life of Christians 

     Nowadays a lot of end time messages are flowing out as the flood. But 

the real end time has begun form the time when the Lord Jesus Christ died 

for our sins on the cross and rose again from the dead the third day. The end 

time means literally to be the end of the current world; but it doesn’t mean 

the earth to disappear. The first work to end the current world is to judge the 

devil that brought forth the sin and death to the world. The Holy Ghost that 

was sent as the Comforter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Christ began to 

reprove the world since Jesus was lifted to heaven; He is still reproving the 

world of sin, of righteousness, and of the judgment (John 16:7-11) 

 

     Since Adam sinned, this world has been taken by the hand of the devil; 

since then, the devil has ruled this world for six thousand years using his 

regions of Principalities, powers,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nd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The Lord Jesus Christ appeared as the 

second man and the last Adam to the world to destroy the devil and his work 

(Heb. 2:14, 1John 3:8). He appeared to the world to take back the earth 

which was created by him to the Father God (John 1:3, Col. 1:15,16, 1Cor. 

15:24). Through the death on the cross and his blood, Lord Jesus paid for the 

sins of the world; and he purchased them that repent and believe on him (Col. 

1:14, 1Cor. 6:20). He overcame the devil that has the power of death, when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judged the devil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d he will arrest the devil and put him into the bottomless pit 

when he comes again until he cast him into the lake of fire after his 

Millennium ruling (Rev. 20: 1-3; 7-10).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have passed by since the end time began; 

and we can see the judgment of the devil that is the prince of the world near 

at hand through the signs in the words spoken by the Lord Jesus and the 

prophets and the apostles of the Lord. 

 

Apostle Peter testified, there shall come in the last days scoffers, walking 

after their own lusts, and saying,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2Pet. 

3:3,4) Prophet Ezekiel foretold their survival of the Holocaust and re-

emergence of the nation of Israel as a Jewish state even though they shall be 

the dry bones in the grave (Ez. 37:11-13).  Finally Israel became 

independent as a Jewish state as of May 14, 1948 to fulfill the word of God.  

 

Prophet Zechariah prophesized, in the last days, the LORD God will make 

Jerusalem as a cup of trembling unto all the people round about, and a 

burdensome stone for all the people. All that burden themselves with it shall 

be cut in pieces, though all the people of the earth are gathered together 

against it (Zech. 12:2,3). By the year 1948, the world diplomats rarely 

mentioned about Israel; but nowadays, not a day passes by without the news 

and tension of Israel; and it became the burdensome of America.  

 

Prophet Daniel also mention about of the things of the end time saying, 

even to the time of the end: many shall run to and fro and knowledge shall 

be increased (Dan. 12:4). At the time the Book of Daniel was written, horses 

were the world’s fastest mode of transportation. In fact, horses remained the 

world’s fastest mode of transportation for over 2,000 years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spawned such innovation as the steam boat, the 

locomotives, and the horseless carriage. What about knowledge? Yet in the 

past century alone, human knowledge of science, biology, technology, and 

countless fields of endeavor has exploded. And the advent of the internet has 

created a worldwide archive of human knowledge that far exceeds even the 

wildest dreams of the great ancient civilizations. Now human civilization 

dares to challenge against the God the Creator. 

 

     The Lord Jesus Christ gave very important signs of the end time to his 

disciples related to the three important phenomena such as wars, famines 

and earthquakes(Matt. 24:3-8).  

Of the wars: 29 times of wars happened in 15the Century; and thereafter 

Centuries, 59, 75, 69, 294, 278 times until 20th Century. But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has already witnessed 55 wars, putting humanity on 

course for 550 wars over the next one hundred years period. 

Of the famines: 5 times in 15th Century; thereafter 10, 24, 75, 69, 44 times 

until 20th Century.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alone has already 

witnessed 12 famines, putting humanity on course for 120 famines over the 

next one hundred year period. As the population of the world has grown, 

famines have caused more and more death and destruction in their wake. In 

fact, while the Roman Empire’s entire population at the time of Jesus is 

estimated to have been approximately 55 million people, the first half of the 

20tht Century alone witnessed these famines. In the first 50 years of the 20th 

Century, more than 30 million people had died of the famines in Russia, 

China, Ukraine, and the Soviet Union and so on. And from 1959 to 1961, the 

Great Chinese Famine is estimated to have killed more than 36 million 

people. 

Of the earthquake: According to a Wikipedia list of earthquakes, the past 

500 years have witnessed the following number of earthquakes described as 

a magnitude 7.0 or greater. 15th century-2 earthquakes, 16th century-

3earthquakes, 17th century-7earthquakes, 18th Century-13 earthquakes, 19th 

Century-29 earthquakes, 20th century-123 earthquakes and so on. The first 

decade of the 21st century has already witnessed 144 earthquakes with a 

magnitude of 7.0 or greater, putting humanity on course for 1,440 such 

earthquakes from the time of Jesus until today is one of clearest signs of the 

end times. 

     Yet another sign of the end times is the current rise of the Gog/Magog 

Alliance. This is the future military alliance against Israel in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Ezekiel 38, 39 chapters). Ezekiel 38:1-6 show us the 

military alliance of Russia in the last days with several nations such as 

Russia (Magog, Meshech, and Dubal), Iran (Persia), Ethiopia, Turkey 

(Gomer and Beth-togarmah) and other minor nations using Turkish 

language such as Armenia. Until the Soviet Union was dissolved in 1991, 

there was no possibility of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Russia and Iran at 

all. Finally in 2010, they have made diplomatic and military alliance; and 

now Russia is supporting the nuclear facility in Bushel, Iran. 

 

     Another the sign of the end time is the current trend toward 

globalization. According to the Book of Revelation, globalization involves 

more than just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global commerce. One day, a 

single man will rule all the people and nations on the earth. Apostle John 

testified, “And it was given unto him to make war with the saints and to 

overcome them; and power was given him over all kindreds, and tongues, 

and nations.”(Rev. 13:7) The Veri-Chip is signaling us the fulfillment of this 

prophecy so near at hand. With each passing day more and more nations are 

ceding their sovereignty to larger institutions such as the European Union, 

the United Nations,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and the World Court. 

Given the current global financial crisis and potential catastrophe of a global 

war, more and more diplomatic leaders and world politicians are calling for 

global government. 

 

     The sign of the end time given unto Apostle Paul by the Holy Spirit is the 

falling away of the churches followed by the son of perdition called as the 

Anti-Christ and the man of sin (2Thes. 2:1-14).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falling away of the churches saying, “For the time will come when they 

will not endure sound doctrine; but after their own lusts shall they heap 

in themselves teachers, having itching ears.”(2Tim. 4:3,4) 

     We hear the very important message through the main passage today 

given unto the saints living in the end time. 

1. Don’t follow the lusts to sin at all. 

2. Be sober, and watch unto prayer. 

3. Have fervent charity among yourselves. In other word, cover 

the multitude of sins. 

4. Minister one to another wit the gift received. 

5. Let the words of God uttered form the mouth. 

6. Minister with the ability which God gives. 

Let us not defile our conscience sanctified by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rather prepare the clean linen doing good works to be prepared to 

enter the wedding of the Lamb of God. This is what we are supposed to do 

in the end time.  If we don’t obey the holy word of God even knowing the 

end time, we’d better have holy life without knowing the end time. The 

reason why Chinese house church members would not emphasize the end 

time doing “Back to Jerusalem” ministry is that they put the first  priority on 

evangelism enduring all the suffering to be prepared to see the Lord any time.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