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6-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4:1-17 

본문: 이사야 26:19-21 

제목: 거룩한 자들만을 위하여 열려있는 하늘 문(휴거 문) 

    성경 전체의 메세지는 하나님의 왕국(Kingdom of God)이다.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자들을 위하여 기록된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 (엡 1:4-14). 본문에 나오는 주의 죽은 

자들은 첫째는 주 안에서 죽었던 구약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며 둘째는 

주 안에서 죽었거나 살아남아 있을 신약성도들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 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유업을 누릴 복된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운데 가장 

복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될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들에 대해 특별히 증거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계 

19:7,8,14) 

      다시 말해서 휴거된 그리스도의 신부들만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어떤 자들인지 분명하게 증거했다: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 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3,4) 

     본문에서 때가 되면 주의 이슬이 땅으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던져버리게 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증거했다. 또한 선지자 다윗 왕도 

주의 이슬에 대하여 증거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아침의 태로부터 오는 거룩함의 아름다운 것들 가운데서 자원하리니 

주께서는 젊음의 이슬을 가지셨나이다.”(시 110:3) 

아침에 내리는 이슬이 산천초목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늘로부터 아침 이슬처럼 젊음의 이슬을 내리실 때 

주의 죽은 자들이 일어날 것과 살아남은 자들이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는 휴거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내 

백성아, 오라,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간 동안만 숨으라. 보라 이는 주가 땅의 거민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벌하시려고 그의 처소에서 나오심이니 땅도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들을 더 이상 가리지 않을 것임이라.”(사 

26:20,21) 

이는 휴거된 성도들이 하늘 나라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지상에서 심판하시는 7 년 대 환란 동안 숨어 있으라는 말씀이며 

선지자 스카랴는 대 환란에 있을 일에 대해 분명하게 증거했다: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삼분의 이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삼분의 일로 불을 통과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할 것이라.”(슥 13:8,9) 

     주님께서 휴거의 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노아의 날과 같을 

것을 말씀하셨다: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같이 인자의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마 24:37-42)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녀들에게 

무화괴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그때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무화과나무의 한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니니, 이와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보면 

그 일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리라.”(마 24:32-34) 

무화과나무인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이 흩어져 있다가 

1948 년 5 월 14 일에 UN 이 인정하는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그 가지가 유연해져서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Messianic Jew”의 수가 본토에서만 일만오천 여명에 이르렀고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 십만 명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들은 

무화과나무의 잎사귀들이 된 것이다.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리스도의 날”, 즉“휴거의 날”이 문 앞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는 바 영적인 

사람들 만이 이 사실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고전 2:14). 

     그러면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어보자:“이제 칠 일이 되면 내가 사십 일 낮과 

사십 일 밤 동안 땅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둘씩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로 들어가니라. 들어간 것은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창 7:4, 16) 

하나님께서는 비가 오기 칠 일 전에 노아에게 심판의 시작을 미리 

말씀하셨다. 그리고 칠 일 후에 노아를 방주 안에 넣으시고 방주 문을 

닫으셨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네 방들에 

들어가서 네 문들을 닫고 그 분노가 지나갈 때까지 잠깐 동안만 

숨으라.”(사 26:20)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메세지를 들을 수 있다.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은 하늘 문이 닫히는 날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휴거에 참여할 사람들은 휴거의 날이 이르기 전에 이미 

영적으로 하늘의 문들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에 마지막 나팔에 “눈깜짝하는 순간”(고전 

15:52)에 문이 닫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바로 그 

문 안에 들어가야하는 것이다. 그 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신부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둘째로, 희고 정결한 세마포인 혼인 예복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혼인 에복은 점도 없고 흠이 없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난 가운데 세상과 철저하게 분리되는 거룩함 가운데 세상의 

누룩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그들은 칠 일 동안 모든 집들 에서 누룩을 제거해야 했으며 

누룩없는 빵을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다.(출 12:8,15) 

누룩은 죄악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이다. 이러한 누룩들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을 통하여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들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인간적인 프로그램이나 

육신적인 정신통일을 하는 곳이 아니며 사람의 사교장소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인 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만이 충만해야 하는(엡 

1:23) 곳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복음전파와 

성령의 은사를 통한 섬김만이 존재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다. 

성도들의 집안에도 모든 세속적인 우상들과 누룩들을 모두 제거하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앞으로 있을 대 환란과 

환란 전에 부활하여 휴거될 성도들에 관하여 예언하셨다: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 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 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단 12:1-3) 

  그렇다! 현명한 자들은 휴거되어 하늘의 별들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이 휴거의 문은 필라델피아 교회 앞에만 열려있다. 이 문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계 3:8). 환란에 들어가서도 한 번의 

기회는 있지만 믿음을 지켜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목베임을 

받어야만 환란 끝에 휴거되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계 

20:4-6). 그러나 지금 은혜 시대에 하늘 문이 닫히기 전에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준비하여 입고 복음전파에 힘쓰다가 환란 전에 휴거되어 

잠시동안(7 년) 하늘 방들에 숨어있다가 환란 끝에 주님과 함께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군사들로 이 땅에 내려와 (계 19:14) 주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하고 통치하는 영광에 모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9-26-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roverbs 4:1-17 

Main scripture: Isaiah 26:19-21 

Subject: The open door of Heaven (Rapture) only for the holy ones 

 

    The key message of the scriptures is the Kingdom of God. The scriptures 

are written for them that are going to enter the kingdom of God. Apostle 

testified, the dispensation of God has been planned by God even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Eph. 1:4-14). “Thy dead men” appearing in the 

main passage means the Old Testament saints who shall rose from the dead, 

as well as the New Testament saints died in the Lord and alive shall live in 

the future. In other word, they are ones that shall come back to the earth with 

Christ to receive the inheritance after the Great Tribulation. The most 

blessed one of them is the Bride of Christ who shall rapture.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m:  “7
Let us be glad and rejoice, and give honour to him: 

for the marriage of the Lamb is come, and his wife hath made herself 

ready. 
8
And to her was granted that she should be arrayed in fine linen, 

clean and white: for the fine linen is the righteousness of saints. 

… 
14

And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Rev. 19:7,8,14) 

 

     In other word, only the Bride of Christ shall be the army of Christ shall 

come back to Jerusalem to judge the world with Christ. Understanding this 

truth,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army of Christ to Timothy very clearly: 

 “ 
3
Thou therefore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4
No man that warreth entangleth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that he may please him who hath chosen him to be a soldier. 

“(2Tim. 2:3,4) 

 

     In the main passage, prophet Isaiah testified, the dew of the Lord shall 

make the earth cast out the dead. Prophet kink David also testified of the 

dew of the Lord: “3
Thy people shall be willing in the day of thy power, in 

the beauties of holiness from the womb of the morning: thou hast the 

dew of thy youth.”(Ps. 110:3) 

As the dew falling in the morning breathe the life unto all the creation, in 

the day of Christ, the Lord shall send the dew of his youth to give life unto 

the dead so that they may be translated to be incorruptible body. 

 

     In the main passage, LORD God spoke through prophet Isaiah: 

   “
20

Come, my people, enter thou into thy chambers, and shut thy 

doors about thee: hide thyself as it were for a little moment, until the 

indignation be overpast.   
21

For, behold, the LORD cometh out of his 

place to punish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for their iniquity: the earth 

also shall disclose her blood, and shall no more cover her slain.”(Isa. 

26:20,21) 

The raptured saints shall hide themselves shutting door during the judgment 

in the Great Tribulation for 7 years. Prophet Zechariah testified the things 

that shall happen in the Great Tribulation: “ 
8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in all the land, saith the LORD, two parts therein shall be cut off 

and die; but the third shall be left therein. 
9
And I will bring the third 

part through the fire, and will refine them as silver is refined, and will 

try them as gold is tried: they shall call on my name, and I will hear 

them: I will say, It is my people: and they shall say, The LORD is my 

God.”(Zech. 13:8,9) 

 

     Lord Jesus spoke about the day of Rapture compared to the day of 

Noah: “37
But as the days of Noah were,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38

For as in the days that were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e entered into the ark,   
39

And knew not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shall also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40

Then shall two be in the fiel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41

Two women shall be grinding at the mill;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42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ot what hour your 

Lord doth come.”(Matt. 24:37-42)  
     Being unknown of the day and the hour, Jesus explained about the day 

through the parable of the fig tree:  “ 
32

Now learn a parable of the fig tree; 

When his branch is yet tender, and putteth forth leaves, ye know that 

summer is nigh:  
33

So likewise ye, when ye shall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 even at the doors. 
34

Verily I say unto you, This 

generation shall not pass, till all these things be fulfilled.”(Matt. 24:32-

34)  

     The fig tree of Israel had been scattered to live in the world losing 

nationality for thousands years; and finally it became a nation as of May 14, 

1948 recognized by U.N... But still then, they were without the breath of 

God. But now its branch is yet tender; and there are more than 15,000 of 

messianic Jews in the home land as well as several hundred Thousands in 

the overseas including America. They are really the leaves of Israel as said 

by the Lord Jesus. We can see the day of Christ (the day of Rapture) is near 

at hand. But these things is only discerned spiritually so that spiritual men 

could this truth to prepare for the day of Christ (1Cor. 2:14). 

     Then what happened in the days of Noah? Let us hear the word of God 

spoken unto Noah: “`
, and I will cause it to rain upon the earth forty days 

and forty nights; and every living substance that I have made will I 

destroy from off the face of the earth….   And they that went in, went in 

male and female of all flesh, as God had commanded him; and the 

LORD shut him in.”Gen. 7:4,16) 
LORD God let Noah know the beginning of the judgment in advance seven 

days before the rain came. As he said, God shut him in the ark after seven 

days. In the main passage, God also speak unto Thy people,  “ 
20

Come, my 

people, enter thou into thy chambers, and shut thy doors about thee: 

hide thyself as it were for a little moment, until the indignation be 

overpast.”(Isa. 26:20) 

 

     We can hear the very important message through these words; the day of 

Christ (the day of Rapture) is the day of shutting door of the heaven. In 

other word, they that are to be raptured have to enter the door of heaven to 

stay therein before the day of Rapture spiritually. When the Lord Jesus 

appear in the air, the door of heaven shall be shut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 (1Cor. 15:52).  Therefore it is the right 

time for us to enter the door of heaven to stay therein until he comes. To 

enter the door, we need to be the Bride of Christ. To be His Bride, we must 

be born again of the Spirit first; and have to prepare the linen of white and 

clean as the wedding gown without any dot and spot. In other word, being 

separated from the world completely, we dwell in the holiness enduring all 

the suffering without any yeast of the world as the Israelites had to put away 

leaven out of their houses; and they had to eat unleavened bread with bitter 

herb when they came out of Egypt (Ex. 12:8, 15) 

 

     Leaven is from the wicked world. Nowadays, such kind of leaven defiles 

the church of God through the false prophets and false teachers. The church 

is the place neither for exercising any man’s programs nor physical mind 

control, nor social club, but the body of Christ; so the church of God should 

be full of him that fills all in all. (Eph. 1:23) In other word, the church of 

God is the kingdom of God in the earth. Therefore only the words of God, 

prayer, evangelism, and ministries through the gifts of the Spirit should exist 

therein. Even in the houses of the saints, all the secular idols and all kind of 

leavens should be eliminated so that the Spirit of God may dwell therein.  

 

     LORD God prophesized through Prophet Daniel of the Great Tribulation 

and the saints to be translated before the Tribulation:  

“
1
And at that time shall Michael stand up, the great prince which 

standeth for the children of thy people: and there shall be a time of 

trouble, such as never was since there was a nation even to that same 

time: and at that time thy people shall be delivered, every one that shall 

be found written in the book.  
2
And many of them that sleep in the dust 

of the earth shall awake, some to everlasting life, and some to shame 

and everlasting contempt. 
3
And they that be wise shall shine as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and they that turn many to righteousness 

as the stars for ever and ever.”(Dan. 12;1-3)  

 

     Yes! They that are wise shall be translated to shine as the brightness of 

the firmament forever. The door of Rapture is opened only for the church of 

Philadelphia (Rev. 3:8) There shall be one more time in the midst of the 

Tribulation not receiving the Mark of Beast to be beheaded to be raptured at 

the end the Great Tribulation (Rev. 20:4-6). Now we are living in the days of 

grace to be able to prepare the linen of righteousness and to preach the 

gospel in peace; then we are to be translated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to 

hide ourselves for 7 years in the rooms in heaven to come back to the earth 

as the army of Christ wearing the clean linen (Rev. 19:14); and judge the 

world with the Lord to reign with him. What about participating in such 

glory all of us!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