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3-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5:1-23 

본문: 시편 24:1-10 

제목: 주 여호와의 산(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설 자들의 축복 

 

      다윗은 성령에 의하여 앞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 어떤 자들이 그 지상의 왕국에 들어갈 것인가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며 그는 헛된 것에 자기 혼을 

들어올리지 아니하며 거짓되이 맹세하지 아니함으로 주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으리라.”고 증거했다. 

 

     선지자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산에 관하여 자세하게 증거했다:“마지막 

날들에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작은 산들 위에 

높아지리니 모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며, 우리는 그의 길에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리라.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리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오 야곱의 집아, 오라,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행하자.”(사 2:2-5) 

 

     선지자 미카도 이사야와 동일한 예언을 했으며 (미 4:1-3), “오히려 

그들 각 사람은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을 것이요,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니라.”(미 4:4)는 말씀을 더함으로써 주께서 오셔서 주의 산에 

왕으로 앉으실 때에 비로서 이스라엘에 평화가 올 것을 증거했다.  

UN 건물 벽에 미카서 4:1-3 말씀을 새겨놓고 신 세계 정부(New World 

Government)를 이루기 위하여 UN 을 중심으로 여러가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단체들과 함께 세계 단일 정부를 이루기 위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성경은 주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시기 전에는 이 

지구 상에 전쟁이 끝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이 땅에 주의 산이 이 땅에 서기 전에 주의 날, 

즉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예언했고 그 후에는 주의 산에 하나님의 

왕국의 복이 임할 것을 증거했다: 

“너희 민족들아, 가까이 와서 들으라. 너희 백성들아, 경청하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들으라. 세상과 거기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들으라.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살육되도록 

넘겨주셨음이라. 그들의 살육된 자들은 내던져지게 될 것이요, 그들의 냄새는 

그들의 시체에서 올라오게 될 것이며, 산들은 그들의 피로 녹아질 것이라. 또 

하늘의 군상들은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의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라…..”(사 34:1-10) 

 

   그후에 임할 주 여호와의 산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이 

임할 것에 대해 기쁜 소식을 증거했다: 

“광야의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하고,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피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요, 레바논의 영광, 곧 

칼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이 그것에게 주어지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연약한 손들에 힘을 주며, 떨리는 

무릎을 견고하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말하라. 강건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복수하러 오시며, 하나님이 보응하시리니 

그가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라. 그때에 소경의 눈이 뜨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뚫리리라. 그때에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뛰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는 물이 솟아나오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주의 속량받은 

자들이 돌아오리니, 그들의 머리 위에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시온으로 

오리라.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달아나리라.”(사 

35:1-10)  

 

     또한 이사야는 주의 산이 이 땅에 서게 될 때에 모든 만물들도 회복될 

것을 증거했다:“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를 속히 명철케 하리니 그는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온유한 자를 위해서는 정직으로 

책망하리라. 또 그는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자기 입술의 호흡으로 

악한 자를 죽일 것이라.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하며 어린 

아이가 그들을 이끌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누울 것이요,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으리라. 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그들은 나의 

모든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3-9) 

그야말로 철학자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귀도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런 

세상을 만들어보겠다고 수천 년 동안 여러 단체들을 만들어 위장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상을 기다리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또한 새로운 세계 

질서(New World Order)를 만들기 위하여 새로운 세대를 위한 운동(New Age 

Movement)을 하고 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짐승(적그리스도)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계 19:20,21) 

 

    본문에서  다윗 왕은 주의 산과 관련하여 하늘의 문들이 열릴 것을 

증거했다. 또한 그 문들은 영원한 문들이라 했으며 그 문들을 통하여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실 것이라고 증거했다. 또한 그 영광의 왕은 만군의 주시며 

또한 영광의 왕이시라고 증거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나님께서 이 

문들이 무엇이며 이 영광의 왕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관해 사도 요한에게 

영광의 왕이 이 문들을 통해 들어오시는 장면을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다:“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더라….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1-13, 16) 

 

그렇다! 다윗 왕도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 여호와의 산에 

앉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도 주의 날의 

심판과 만물의 회복에 대해 동일한 증거를 했다 (롬 8:18-22, 벧후 3:13) 

 

     주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왕국을 받아오기 위하여 먼 나라로 떠나는 

어떤 귀인의 비유(눅 19:11-27)를 통하여 열 므나와 다섯 므나를 남긴 

종들에게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네가 아주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열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라.” “너도 다섯 고을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고 각각 말씀하셨다.  사도 요한은 이들에 대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이라고 증거햇다 (계 20:6). 그러나 한 므나를 손수건에 싸서 

간직하엿던 종에게는 “악한 종아, 네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너는 내가 두지 않았던 것에서 취하고, 심지도 않았던 것에서 

거두는 그러한 엄격한 사람인 줄 알았도다. 그렇다면 너는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청구하였으리라.”(눅 19:22,23)고 책망하셨다.  또한 그분께서 왕이 되어 

자기들을 통치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자들에게는 “원수들을 끌어내어, 내 

앞에서 죽이라.”(눅 19:27)고 명령하셨다. 

 

     본문에서 주의 산에 오를 자에 관하여 깨끗하고 순결하고 헛되이 행하지 

아니하고 거짓되이 맹세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증거했다. 주의 산은 회개하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에 틀림없다. 

주님을 믿고 영접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만을 

인정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모셔드리면서 그분의 종이 

되기로 서약한 자들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그분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장사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들이다. 동시에 빚진 자들이다. 이 빚을 갚는 길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 역시 

값었이 생명을 받도록 장사해야 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왕권을 받기 

위하여 하늘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행 1:8) 

 

   그렇다! 주님께서는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기록된 책 한 권씩 

주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장사하여 값없이 생명을 주는 하늘의 사업을 맡기신 

것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함으로 신부 단장하면서 주님의 일에 충성한 

자들은 일한 만큼 주의 산인 천년왕국에서 통치권을 주심으로써 보상하시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계 22:12) 할렐루야! 

 

 



10-3-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roverbs 5:1-23 

Main scripture: Psalms 24:1-10 

Subject: Blessing for them that shall stand in the hill of the LORD 

(Millennium of Jesus Christ) 

 

      King David prophesized of them that should enter the kingdom of God in the 

earth when the Lord Jesus Christ reigns: “He that hath clean hands, and pure 

heart; who hath not lifted up his soul in vanity, nor sworn deceitfully.” 

 

     Prophet Isaiah testified of the hill of the LORD Jehovah: 

 

“
1
The word that Isaiah the son of Amoz saw concerning Judah and 

Jerusalem.  
2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s, that the mountain of 

the LORD's house shall be established in the top of the mountains, and shall 

be exalted above the hills; and all nations shall flow unto it.  
3
And many 

people shall go and say, Come y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and he will teach us of his ways, and 

we will walk in his paths: for out of Zion shall go forth the law,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4
And he shall judge among the nations, and 

shall rebuke many people: and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 more. 
5
O house of Jacob, come ye, 

and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Isa. 2:2-5)  

 

       Prophet Micah also prophesized of it exactly same as Isaiah; and also testified 

of the peace when the LORD shall sit upon the throne of the King in 

Jerusalem:  “4But they shall sit every man under his vine and under his fig 

tree; and none shall make them afraid: for the mouth of the LORD of hosts 

hath spoken it.”(Micah 4:4) 

The word of Micah 4:1-3 has been engraved on the wall of UN building to achieve 

the Global Government being led by UN and America with various groups of 

politics, economy, religion, social affairs and so on  for the New World Order, but 

the word of God proclaims that the wars shall not be end unles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the LORDS come to the earth. 

 

     Prophet Isaiah prophesized of the Armageddon war, the day of the LORD 

before the hill of the LORD stands in the earth; and the blessing of the kingdom of 

God should come upon the hill of the LORD: 

 
“1

Come near, ye nations, to hear; and hearken, ye people: let the earth hear, 

and all that is therein; the world, and all things that come forth of it.  
2
For the 

indignation of the LORD is upon all nations, and his fury upon all their 

armies: he hath utterly destroyed them, he hath delivered them to the 

slaughter. 
3
Their slain also shall be cast out, and their stink shall come up out 

of their carcases, and the mountains shall be melted with their blood.  
4
And 

all the host of heaven shall be dissolved, and the heavens shall be rolled 

together as a scroll: and all their host shall fall down, as the leaf falleth off 

from the vine, and as a falling fig from the fig tree…..”(Isa. 34:1-10) 

 

     Afterwards, when the hill of the LORD Jehovah comes upon the earth, he 

testified of the good news of the blessing of the kingdom: 

 

“
1
The wilderness and the solitary place shall be glad for them; and the desert 

shall rejoice, and blossom as the rose.  
2
It shall blossom abundantly, and 

rejoice even with joy and singing: the glory of Lebanon shall be given unto it, 

the excellency of Carmel and Sharon, they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 

and the excellency of our God.   
3
Strengthen ye the weak hands, and confirm 

the feeble knees. 
4
Say to them that are of a fearful heart, Be strong, fear not: 

behold, your God will come with vengeance, even God with a recompence; he 

will come and save you. 
5
Then the eyes of the blind sha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shall be unstopped. 
6
Then shall the lame man leap as an hart, 

and the tongue of the dumb sing: for in the wilderness shall waters break out, 

and streams in the desert….   
10

And the ransomed of the LORD shall return, 

and come to Zion with songs and everlasting joy upon their heads: they shall 

obtain joy and gladness, and sorrow and sighing shall flee away.”(Isa. 35:1-

10) 

 

     Prophet Isaiah also prophesized of the restoration of all the creation when the 

hill of the LORD stand in the earth:  “ 
3
And shall make him of quick 

understanding in the fear of the LORD: and he shall not judge after the sight 

of his eyes, neither reprove after the hearing of his ears: 
4
But with 

righteousness shall he judge the poor, and reprove with equity for the meek of 

the earth: and he shall smite the earth: with the rod of his mouth, and with 

the breath of his lips shall he slay the wicked. 
5
And righteousness shall be the 

girdle of his loins, and faithfulness the girdle of his reins. 
6
The wolf also sha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and the calf 

and the young lion and the fat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7
And the cow and the bear shall feed; their young ones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8
And the sucking child shall 

play on the hole of the asp,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his hand on the 

cockatrice' den.  
9
They shall not hurt n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Isa. 11:3-9) 

 
    Yes! This is the very Utopia that the philosophers have dreamed.  On the other 

hand, the devil also has been deceiving the world to make another Utopia through 

the Anti-Christ. They have been doing the New Age Movement to bring forth the 

New World Order; but the word of God testifies of their destruction when the Lord 

Jesus Christ comes back to the earth: 

 

“ 
20

And the beast was taken,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 that wrought 

miracles before him, with which he deceived them that had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them that worshipped his image. These both were cast alive 

into a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    
21

And the remnant were slain 

with the sword of him that sat upon the horse, which sword proceeded out of 

his mouth: and all the fowls were filled with their flesh.”(Rev. 19:20,21) 
 

     In the main passage, king David testified of  the gates of heaven related to the 

hill of the LORD saying, they are the everlasting doors; and the King of glory 

shall enter therein; and the King of glory is the LORD of hosts. What a wonderful 

it is? The LORD God revealed to Apostle John of what are the doors and the name 

of the King of glory; and showed him the King of glory enter through these doors 

in the Spirit:  

 

“
11

And I saw heaven opened, and behold a white horse; and he that sat upon 

him was called Faithful and True, and in righteousness he doth judge and 

make war. 
12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and on his head were many 

crowns; and he had a name written, that no man knew, but he himself. 
13

And 

he was clothed with a vestur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   
16

And he hath on his vesture and on his thigh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9Rev. 19:11-13, 16) 

 
        Yes! King David also saw the Lord Jesus Christ coming down to the earth 

through the gates of heaven to sit upon the throne in the hill of the LORD in 

Jerusalem. What a wonderful scene it is? Even Apostle Paul and Peter also made 

the same testimony of the judgment and restoration in the day of the LORD (Rom. 

8:18-22, 2Pet. 3:13) 

 

     Jesus Christ spoke a parable to the disciples regarding a certain noble man who 

went in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o return. (Luke 

19:11-27) He spoke to them that gained ten pounds, and five pounds respectively. 

“Well, thou good servant: because thou hast been faithful in a very little, have 

thou authority over ten cities “ “ Be thou also over five cities.”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m that participate in the first to be blessed (Rev. 

20:6). But Jesus rebuked him that kept laid up in a napkin saying, “Out of thine 

own mouth will I judge thee, thou wicked servant. Thou knewest that I was 

an austere man, taking up that I laid not down, and reaping that I did not 

sow:  
23

Wherefore then gavest not thou my money into the bank, that at my 

coming I might have required mine own with usury?”(Luke 19:22,23)  
He judged them that would not that Jesus should reign over them saying, “But 

those mine enemies, which would not that I should reign over them, bring 

hither, and slay them before me.”(Luke 19:27) 
 

     The main passage testifies of them that are to ascend the hill of the LORD, they 

are clean, pure, not in vanity, and not deceitful. The hill of the LORD is for them 

that repent and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by faith. Then who is the one that 

believes in the Lord Jesus Christ? They are the ones that deny themselves only 

recognize the Lord Jesus to receive him their Savior to be his servants. In other 

word, they are responsible for doing business for him with what he has given. 

Jesus said; give away freely, for you receive freely.  We are the ones that received 

the eternal life by grace through faith as a free gift; so we are indebted. We have to 

forgive our debtors to pay for our debts preaching the gospel to give away the 

eternal life. Jesus commanded his disciples before he departed them to heaven to 

receive the kingdom,
 “ 

 

8
But ye shall receive power, after that the Holy Ghost is come upon you: and 

ye shall be w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Acts 1:8) 

 
     Yes! Lord Jesus has given a book written by the Holy Spirit unto each of us. He 

has given us the heavenly business to preach the eternal life using the power of the 

Spirit. Lord Jesus will reward them that prepare to be the holy Bride of Christ, and 

are faithful in the work of the Lord giving the ruling power in the hill of the 

LORD that is the Millennium of the Lord Jesus Christ. Lord Jesus clearly said in 

the last chapter, in the last book of bible:  

 
“12

And, behold, I come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give every man 

according as his work shall be.”(Rev. 2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