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4-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8:-36 

본문: 히브리서 12:14-29 

제목: 화평함과 거룩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을 

바라보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 관계를 가질 때 (롬 5:1)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으며 이 평안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롬 5:5). 이때에 비로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써 화평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함”은,   

첫째로,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 따로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로, 이 거룩이란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사물과 사람에 대하여 적용된다. 

셋째로, 사물에 대해 사용될 때에는 도덕적인 

속성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따로 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로, 거룩함이 사람에 대해 사용될 때에는  

다시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첫째로, 위치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히 

10:9,10) 구속받아 영원히 하나님을 위해 따로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 순간 부터 

“성도들”이며 “거룩하다. 

       둘째로, 믿는 자는 성경을 통해 성령님에 

의해 거룩하게 “되고 있다”(요 17:17, 고후 3:18, 

엡 5:25,26, 살전 5;23,24)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성별되었다(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롬 1:1)고 증거했다. 구원받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Separated from the 

world)성별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로 

성별되었다(Separated unto God)고 증거한 것이다. 

       셋째로, 완성에 있어서, 믿는 자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몸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진다(엡 5:27, 요일 

3:2)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히 12:14)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 년 동안 그와 함께 

통치하리라.”(계 20:6)고 증거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생명의 부활(요 5:29)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조만간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의 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들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주신 

말씀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전 

1:2)이라고 말했으며, “이 편지가 모든 거룩한 

형제들에게 읽혀지게 하라.”(살전 5:27), “예전에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룩한 여인들도 이와 같이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들을 

단장하였느니라.”(벧전 3:5),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딤전 2:8),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림 합당한 예배니라.”(롬 12:1),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고백하는 바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히 3:1)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유 20,21),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엡 1:4,5),  

     사도 바울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그런즉 

에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히 

10:10; 13:12) 증거함으로써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심으로써 거룩한 위치에 놓으신다는 

것이다. 영적인 위치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거룩한 길을 걸어야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에 관하여 기도하셨다: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또 그들을 위하여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기 위함이니이다.”(요 

17:17,19) 그렇다!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양심이 

정결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써 마음과 혼이 

정결케 되는 것이다 (히 9:14, 벧전 1:22).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증거했다: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들을 정결케 

하여 가식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렀으니 순결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벧전 1:22)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깨달은대로 

증거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 

또는 그와 같은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심이니라.”(엡 5:26,27)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까지 이 거룩함이 준비되어야 함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다: “바로 

화평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에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가 또한 이것을 

행하시리라.”(살전 5:23,24) 

       그렇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이 거룩함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신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다. 

이에 대하여사도 바울은 증거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히 

12:10-13)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징계를 받아 고침받지 않고서는 화평함과 

거룩함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 바로 잡으시고 거룩함에 이르게 강권하시는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하여 징계가 없이는 마음 속에 

남아있는 모든 쓴뿌리 같은 죄악들이 제거될 수 

없으며 육신의 음행과 에서같은 속된 정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철저한 징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거룩한 곳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 거룩한 곳에는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뿌리는 피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이다. 

     조만간, 하나님께서는 땅과 히늘을 뒤흔드실 

것이다.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그들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시기에 지금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의 

소멸케 하시는 불로 우리 마음 안에 남아있는 모든 

쓴뿌리들을 소멸케 하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은 소멸케 하시는 불로써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했다: “현재 

있는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으되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려고 간수되어진 것이니라…..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 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지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질 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벧후 3:7, 10-14)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부탁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라.”(벧전 1:13-16) 

     그렇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말씀 안에서 보장된 평안과 능력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 있는 기쁨을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성별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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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ly meditation: Proverbs 8:1-36 

Main scripture: Hebrews 12:14-29 

Subject:  Let us look forward the day of Christ in 

peace and holiness! 

       When we have peace through by faith in the 

Lord Jesus Christ (Rom. 5:1), we have true peace that 

is in the love of God through the Holy Ghost (Rom. 

5:5).  Then it shall be possible for us to love people 

with the love of God unto peace. In other word, that 

are sanctified in the Lord Jesus Christ could lead 

people unto peace through reconciliation with God. 

 

     The holiness in the word of God: 

Firstly, holiness is something to be separated for God. 

Secondly, this holiness is applied for thing and man 

in the Holy Scriptures. 

Thirdly, when it is applied to thing, doesn’t mean 

any ethical character, but it is holy because of 

separated unto God. 

Fourthly, when it is applied to man, there are three 

different meanings; 

      Firstly, in the position, Christians are separated 

unto God through one time sacrifice of Christ, and 

the eternal redemption of sins. Therefore they are 

holy saints from the time when they believe. 

      Secondly, the believers are being holy through 

the word of God by the Holy Ghost (John 17:17, 

2Cor. 3;18, Eph. 5:25,26, 1Thes. 5:23,24). Apostle 

Paul testified that he is separated unto the gospel of 

God. Actually he was separated from the world 

since he was saved, but now he is separated unto 

God. 

       Thirdly, for perfection of salvation, we shall be 

perfect with the resurrection of body when Jesus 

appear for us (Eph. 5:27, 1John 3; 2).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testified,  

  
1”4

Follow peace with all men, and holiness, 

without which no man shall see the Lord :”(Heb. 

12:14). 

Apostle John also testifi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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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6) 

In other word, only they that are holy through the 

blood of Christ shall participate in the first 

resurrection unto life (John 5:29). At the same time, 

he mentions about the Rapture of the saints to come 

sooner or later. 

 

     We could understand the will of God that 

sanctifies the saints through the epistles of Apostles: 

“to them that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1Cor. 1:2) “this epistle be read unto 

all the holy brethren. ”́ (1Thes. 5:27)     
5
For after 

this manner in the old time the holy women also, 

who trusted in God, adorned themselves, being in 

subjection unto their own husbands:”(1Peter 5:5) 

 ́ “I will therefore that men pray everywhere, 

lifting up holy hands, without wrath and 

doubting.”(Tim. 2:8) ´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Rom. 12:1)  

“Wherefore, holy brethren, partakers of the 

heavenly calling, consider the Apostle and High 

Priest of our profession, Christ Jesus;”(Heb. 3:1)  ́  

“But ye, beloved, building up yourselves on your 

most holy faith, praying in the Holy 

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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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looking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unto eternal life.´  “   
4
According as he hath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Jude 20,21)  “ 
5
Having 

predestinated us unto the adoption of children by 

Jesus Christ to himself,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Eph. 1:4,5)   

 

       Apostle Paul testified, 

 “By the which will we are sanctified through the 

offering of the body of Jesus Christ once for all. 

…   
12

Wherefore Jesus also, that he might sanctify 

the people with his own blood, suffered without 

the gate. “(Heb. 10:10; 13; 12)    

He means that whosoever receives the Lord Jesus 

witt repentance through the faith in the blood of 

Christ shall be put in the holy place delivering 

hem from the children of the devil unto the sons of 

God. From the time when they are the God’s 

separated unto the spiritually holy place, they 

should walk in the holy way to be matured unto 

the Christ until they reach the gate of heaven 

     Lord Jesus prayed for the children of God for 

their holiness: “7Sanctify them through thy truth: 

thy word is truth….   
19

And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that they also might be sanctified 

through the truth. “(John 17:17,19) 

 

       Yes! They that are sanctified in the conscience 

through the blood of Christ can purify their souls 

through obeying the word of truth through the Holy 
Ghost (Heb. 9:14, 1Peter 1; 22). Apostle Peter 

testified of this: “Seeing ye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unto 

unfeigned love of the brethren, see that ye love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 1Peter 1: 

22) 

 

     Apostle Paul also testified of this according to his 

understanding in the Spirit: 

 “ 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it with the 

washing of water by the word,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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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Apostle Paul also encouraged the saints of 

Thessalonians for them to be prepared with the 

holiness until Christ appears in the air: 

 “And the very God of peace sanctify you wholly; 

and I pray God your whole spirit and soul and 

body be preserved blameless unto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24

Faithful is he that calleth 

you, who also will do it.”(1Thes. 5:23, 24) 

 

      Yes! God will do to sanctify the children of God 

sanctified by the blood of Christ for their whole 

holiness of their spirit and the soul and the body until 

Christ comes. And it is the very reason why the 

children of God shall be chastened by God.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reason of chasten of the children 

of God:  

“….he for our profit, that we might be partakers 

of his holiness.   Now no chastening for the present 

seemeth to be joyous, but grievous: nevertheless 

afterward it yieldeth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unto them which are exercised 

thereby.  
12

Wherefore lift up the hands which 

hang down, and the feeble knees; and make 

straight paths for your feet, lest that which is lame 

be turned out of the way; but let it rather be 

healed.”(Heb. 12:10-13) 

 

      In other word, the children of God cannot reach 

unto peace and holiness without correction by the 

word of truth through chastening. That’s the reason 
why God compels them to holiness through 

chastening. It is impossible for the roots of bitterness 

in the heart without chastening so that they may miss 

the blessing of God through fornication as well as 

lust as Esau. Therefore, our Father God wants us to 

reach the holy place through chastening. In the holy 

place in heaven, there are mount Sion, the city of 

living God, the heavenly Jerusalem, innumerable 

company of angels, the general assembly and church 

of the firstborn, God the judge of all, the spirits of 
just men made perfect, Jesus the mediator of the new 

covenant, and the blood of sprinkling, that speaketh 

better things than that of Abel. 

 

     Sooner or later, God shall shak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heaven. Only the holy shall not be moved to 

receive the kingdom which cannot be moved. Our 

Father God is a consuming fire; so let us let all the 

roots of bitterness still left in our heart be consumed 

through the fire of the Spirit in the days of grace. 

When the Lord Jesus comes again, the world shall be 

judged by the consuming fire. Apostle Peter testified 
of this: 

 “7But the heavens and the earth, which are now, 

by the same word are kept in store, reserved unto 

fire against the day of judgment and perdition of 

ungodly me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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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ing then that all these things shall 

be dissolved, what manner of persons ought ye to 

be in all holy conversation and god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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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theless we, according to his promise, 

look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wherein 

dwelleth righteous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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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10-14) 

 

      Apostle Peter left a final word to us: 

“   
13

Wherefore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be 

sober, and hope to the end for the grace that is to 

be brought unto you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As obedient children, not fashioning 

your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lusts in your 

ignorance:  
5
But as he which hath called you is 

holy, so be ye ho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Because it is written, Be ye holy; for I am holy. 

“(1Peter 1:13-16) 

 

     Yes! Our holiness is to be separated unto God 
through declaring the promise of God by faith in the 

word of God; and walking in the Spirit; and the joy in 

the secured peace, and the power, and the faith, and 

the hope to overcome the world.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