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9-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3:1-35 

본문: 고린도전서 10:1-15 

제목: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며, 누가  대 환난에 남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생명을 보존하고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통과해서 광야를 행진 할 때 그들이 당한 일들을 

본보기로 들면서 오늘날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간절한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서 생활하던 여정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여정과 동일한 선 상에 두면서 권면하고 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물로 침례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세상으로부터 나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광야같은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원한 가나안 땅인 하늘 나라로 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연결시킴으로써 광야에서 쓰러져 죽은 그들처럼 되지 말 것을 간곡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9 장에서 자신이 사역에서 버림받아 상을 잃지 않으려고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있다고 증거하면서 그가 열심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삶이 아니라 썩지 않는 면류관을 받기 

위함이라고 증거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것을 마땅히 믿어야 한다고 증거한 것과 일치하는 

증거인 것이다 (히 11:6).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도 필리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희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계 3:11-13) 

     그렇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토록 간절하게 하는 권면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면류관을 쓰고 함께 통치하는 상을 놓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회만이 책망받지 않은 교회로서 점과 흠도 없는 신부들의 

교회인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면류관을 주시는 교회는 필라델피아 교회로서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항상 열어놓으셨으며 적은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말들을 지켰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도 않았으며 주님께서 자칭 

유대인(카톨릭 교회와 개신교들과 이단들)을인 거짓말쟁이로 하여금 그들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바,  그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인 것이다. 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시험의 때에 지켜주시겟다는 약속이며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로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 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들림받을 것을 약속하신 것이다 (계 3:8-10) 다시 말해서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리스도와 혼인하는 츅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축복을 

어찌 놓칠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모두 광야에서 죽어 넘어진 자들같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첫째로, 우상숭배자가 되지 말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느 것이 

지체 되었을 때 아론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신으로 섬기면서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뛰놀다가 

삼천 명이 죽었다 (출 32:1-6,28).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이 때는 어떤가? 

오늘날 사용하는 화폐가 무엇인가? 원래 모든 화폐는 금이 있는 만큼 

찍어내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화폐가 바로 금에 해당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주님을 섬기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물질을 섬기는 되는 바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탐심이 우상숭배이며 탐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한다고 경고했다 (골 3;5,6). 

     둘째로, 음행하지 말자! 음행은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음행 

모두를 포함한다. 영적인 음행에 대하여 사도 야고보는 엄중하게 경고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할 만큼 갈망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헛되다고 생각하느냐?”(약 

4:4,5) 

     셋째로,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불평하며 

모세를 대적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은 자들의 예를 들고 있다 (민 21:6; 

14:2,29; 26:63,65). 원망하며 불평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에서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광야에서 죽게 하셨으며(시 

106:25,26) 이집트를 나온 1 세 들 가운데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도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하늘에 

있는 영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바 분명히 

소수가 될 것이다. 

     옛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기업인 하늘의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의 영원한 유업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유업을 받지 못할 자들에 관하여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증거했다: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욕심 많은 자, 곧 우상숭배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엡 

5:5-7)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맺음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갈 5:19-21)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보여주면서 증거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심자가에 

못박았느니라.”(갈 5:22-24) 

     사도 바울은 앞으로 휴거될 성도들에 관하여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 

증거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그후에는 끝이 오리니 주께서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바칠 때라.”(고전 15:20-24) 세 번 

있는 첫째 부활 중 첫 번째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여 휴거된 

구약성도들의 부활이었으며, 이제 조만간 두 번째 것이 조만간 일어날 것이며 

환란 끝에 목베임 받은 성도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그들에 

관해 증거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을 통치하더라.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나머지는  천 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더라.”(계 20:4-6) 

그렇다! 세 번에 걸친 첫 번째 부활, 즉 휴거에 참여하여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여 영생체를 가진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유업을 누리며 

통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롬 8:18)고 증거한 것이다. 

    첫째 부활 즉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증거했으며 이들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보지 못하다가 천 년끝에 두려운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증거했다: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계 20:11-15)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남겼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 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벧후 3:10-14) 

 

       영원토록 후회하지 않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준비를 지금 하는 축복된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아멘! 



9-19-2010 weekly message 

Weekly meditation: Proverbs 3:1-35 

Main scripture: 1Corinthians 10:1-15 

Subject: Who shall be raptured as the Bride of Christ, and who shall be left 

behind in the Great Tribulation? 

     Taking an example of the people of Israel that were protected their life through 

the blood of the Lamb, and came out of Egypt to march in the wilderness; and 

things happened unto them, Apostle Paul is giving a sincere encouragement and 

warning unto us living in the last days.  He is encouraging us comparing the 

journey of the Israel from Egypt to the wilderness to the life of Christians. We, 

Christians also believed in the blood of the Lamb, Jesus Christ, and baptized with 

the water, and born again of the Spirit, and came out of the world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nd walking in the world as the wilderness by faith toward the 

heaven as the eternal Canaan; we could be dead in the wilderness as the people of 

Israel, if we don’t obey the word of God.  

 

     In the chapter 9, Apostle Paul testified of himself that strived for the mastery 

not to be forsaken from the ministry; and therefore he was fighting a good fight, 

not as one that beat air, but to obtain an incorruptible crown. He also testifie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for he that cometh to God must believe 

that he is, and that he is a rewarder of them that diligently seek him (Heb. 11:6). 

Lord Jesus spoke 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Philadelphia: 

  “ 
11

Behold, I come quickly: hold that fast which thou hast, that no man take 

thy crown.  
12

Him that overcometh will I make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 and he shall go no more out: and I will write upon him the name of my 

God, and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which is new Jerusalem, which 

cometh down out of heaven from my God: and I will write upon him my new 

name. 
13

He that hath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ith unto the 

churches. “(Rev. 3:11-13) 

 

     Yes! Apostle Paul is warning and encouraging us not to lose the reward that 

reign as the bride of Christ in the New Jerusalem wearing the crown. The church 

in Philadelphia is the only church that was not against the Lord; and it was the 

bride of Christ without any dot and blemish. The crown was given unto them; and 

the doors of the gospel were always opened; and they had a little strength, and had 

kept his word; they never denied his name; and Lord will make them of the 

synagogue of Satan, which say they are Jew, and are not to come and worship 

before their feet. This is the word of promise unto the church that keeps the word 

of his patience. The most blessing given unto this church is to keep them  from the 

hour of temptation, which shall come upon all the world; this was to keep them 

from the Great Tribulation as prophet Daniel foretold to be  translated (Rev. 3:8-

10).  In other word, they shall not taste death in the last days to be the bride of 

Christ in the day of Rapture to get married to Christ in the New Jerusalem. How 

can we miss this blessing?  

 

     Engraving the word of encouragement given unto us, we shall not as the people 

of Israel that died in the wilderness except Joshua and Caleb. 

 

     Firstly, let us not be the ones that worshipped the idol. When Moses was 

delayed coming down from the Mount Sinai, Aaron made a golden calf calling it 

the god that brought them forth from Egypt, and they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rose up to play to be killed three thousand of them (Ex. 32:1-6,28) What about 

these days when the 2
nd

 Advent of the Lord being delayed? What is the money that 

we are using? Originally the money is supposed to be printed as much as gold in 

inventory. In other word, the money is same as gold. Even nowadays, Christians 

serve the Lord in the beginning, but later on being tempted by the devil many of 

them fall to worship the money forsaking the faith in the Lord to worship the idol 

as the people of Israel. Apostle Paul wrote to the saints at Colosse saying with 

warning, covetousness is idolatry: for which thing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Col. 3:5,6) 

 

     Secondly, let us not commit fornication!. Fornication included mental, carnal 

and spiritual ones. Apostle James warned against spiritual fornication:  “
4
Ye 

adulterers and adulteresses, know ye not that the friendship of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soever therefore will be a friend of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5
Do ye think that the scripture saith in vain, The spirit that 

dwelleth in us lusteth to envy?”(James 4:4,5)  

 

     Thirdly, let us not temp Christ! Apostle Paul takes an example of the people of 

Israel that murmured against Moses and was bit by the serpents to death (Num. 

21:6; 14:2, 29; 26:63,65). Murmuring and complaining is to temp Christ, saith by 

him. Hearing the voice of murmuring of the people in their tents(Ps 106:25,26), 

LORD God killed them all in the wilderness not allowing them to enter Canaan 

only except Joshua and Caleb out of the first generation of Egypt.  Even in these 

last days, it must be small number of people that could enter the eternal Canaan in 

heaven when Christ appears in the air.  

 

      As Canaan was the inheritance of Israel, the New Jerusalem in heaven shall be 

the eternal inheritance of Christians.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m that cannot 

inherit the inheritance in the Spirit clearly: “ 
5
For this ye know, that no 

whoremonger, nor unclean person, nor covetous man, who is an idolater, 

hath any inheritance in the kingdom of Christ and of God.  
6
Let no man 

deceive you with vain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cometh the wrath of 

God up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7
Be not ye therefore partakers with 

them. “(Eph. 5:5-7) 

 

     Apostle Paul testified that the bride of Christ is the one that brings forth the 

fruit of the Spirit: “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23

Meekness, temperance: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24

And they that are Christ'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and lusts.”(Gal. 5:22-24)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saints to be Raptured as they that are Christ’s: 

“ 
20

But now is Christ risen from the dead, and become the firstfruits of them 

that slept.  
21

For since by man came death, by man came also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22

For as in Adam all die, even so in Christ shall all be made 

alive.  
23

But every man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fruits; afterward they 

that are Christ's at his coming. 
24

Then cometh the end, when he shall have 

delivered up the kingdom to God, even the Father; when he shall have put 

down all rule and all authority and power”(1Cor. 15:20-24) 

The first one of three first resurrections is the resurrection of the old saints risen 

with Christ; sooner later the second one shall be happening; and at the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beheaded saints shall be raptured.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m:   “
4
And I saw thrones, and they sat upon them, and judgment was given 

unto them: and I saw the souls of them that were beheaded for the witness of 

Jesus, and for the word of God, and which had not worshipped the beast, 

neither his image, neither had received his mark upon their foreheads, or in 

their hands; and they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a thousand years.  
5
But 

the rest of the dead lived not again until the thousand years were finished. 

This is the first resurrection.  
6
Blessed and holy is he that hath part in the first 

resurrection: on such the second death hath no power, but they shall be 

priests of God and of Christ, and shall reign with him a thousand years. 

“(Rev. 20:4-6) 

     Yes! The saints that participate in first resurrection called as Rapture happening 

three times shall reign with Christ clothing with the incorruptible body. Therefore 

Apostle Paul testified of such a blessing: 

“For I reckon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glory which shall be revealed in us.”(Rom. 8:18) 

 

     Then, what is the destiny for them that cannot be translated(raptured)?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m very clearly saying, they cannot see the glorious Millennium 

of Christ, and they shall resurrect with fear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  
11

And 

I saw a great white throne, and him that sat on it, from whose face the earth 

and the heaven fled away; and there was found no place for them. 
12

And I saw 

the dead, small and great, stand before God; and the books were opened: and 

another book was opened, which is the book of life: and the dead were judged 

out of those things which were written in the books, according to their 

works.  
13

And the sea gave up the dead which were in it; and death and hell 

delivered up the dead which were in them: and they were judged every man 

according to their works. 
14

And death and hell wer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is is the second death.  
15

And whosoever was not found written in the book 

of life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Rev. 20:11-15) 

 

     Apostle Peter left his last message with warning to the saints in the last days: 

  “ 
10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as a thief in the night; in the which the 

heavens shall pass away with a great noise, and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fervent heat, the earth also and the works that are therein shall be burned 

up.  
11

Seeing then that all these things shall be dissolved, what manner of 

persons ought ye to be in all holy conversation and godliness,  
12

Looking for 

and hasting unto the coming of the day of God, wherein the heavens being on 

fire shall be dissolved, and the elements shall melt with fervent heat? 
13

Nevertheless we, according to his promise, look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wherein dwelleth righteousness.  
14

Wherefore, beloved, seeing that ye 

look for such things, be diligent that ye may be found of him in peace, without 

spot, and blameless. “(2Peter 3:10-14) 

 

     Let us be the blessed ones that prepare the eternal blessing that is not to be 

grieved eternally! Hallelujah!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