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2010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잠언 15:1-33
본문: 시편 2:1-12
제목: 헛되지 않는 일을 넘치게 하고 있는가?
성령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 “모든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있는가?”라고 책망하고 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헛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부르짖게 하셨다.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주의
말을 들으라.”(렘 22:29)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방나라와 간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나라,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되어 더 이상 다윗의 보좌에 읹아 디스릴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셨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스라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지만 그들은
그 왕을 죽였고 지금까지도 그들을 위한 다윗의
보좌가 비어있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나라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들의 치리자들과
왕들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영원토록 왕노룻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께서는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주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지금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면서 조롱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
유대인 종교지도자들은 그들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대적하여 사도들에게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행
4:18)고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주었다. 사도들이
풀려난 후에 동료들에게 가서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말한 바를 모두 이야기 하였을
때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음성을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과연 주께서 기름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손과
주의 계획대로 이루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행 4:24-30)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담대한 능력을 달라는
기도에 성령충만으로 응답하시는 것이다.
지금 이 시대의 나라들은 어떤 헛된 일들을
하고 있는가? 지금 세상 나라들도 여전히 기름부음
받은 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자신들의 영원한 단일정부를 만들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헛된 일들을 해 오고 있는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름부음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를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은 어떤
것인가?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로
시온에 오셔서거룩하신 왕이 되셔서 모든 이방을
통치하시는 것을 반대하는 일이 바로 그 헛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또한 본문에서 이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의
질그릇같이 산산이 부수리라.”(시 2:9)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 나라들의 통치자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들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시 2:10-12)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또한
이스라엘과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예레미야처럼 외칠 때가 아닌가? “오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헛되이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을 향한

말씀하셨다(요 15:26,27). 복음전파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사람의 혼을 만족시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마 15:8,9)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사람의 계명들로 대체되지 않으면 않되기 때문에
헛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모든 영광을 다 누렸던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하면서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그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후
6;1)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전 15:2) “아무도 너희를
헛된 말들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기
때문이라.”(엡 5:6)고 증거했다.

시작했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속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서 말년에 가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그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하는 그의 모든
수고에서무슨 우익을 갖겠는가?”(전 1:2,3)라고
한탄하면서 그가 깨달은 결론에 대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무니, 이는 하나님께서는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임이라.”(전 12:13,14)고 증거하면서 생을
마감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음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 헛된 일을 하도록 계속 미혹하고 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첫 사랑을 잃어버리게 하여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에
온갖 철학과 사람들의 가르침을 혼합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도록 속이고 있는 시대가 된 것이다.
결국은 다른 영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전하게 하는 것이다.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다소 있나니,
이는 네가 너의 첫 사랑을 저버린 것 때문이라.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며, 너는 처음 일들을 행하라. 만일 그렇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너에게 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4,5)고
경고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실하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전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엄청난
경고인 것이다. 누구든지 구원의 감격을 상실하게
되면 그 빈 자리를 다른 종교행위를 함으로써
채워보려는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주님께서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빕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마
7:24-27)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헛되지 않은 삶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지막 소망인
부활(휴거)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에게 헛되지 않은 일을 넘치게 하여 부활의
날에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날 것을
권면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할 줄을 너희가
앎이니라.”(고전 15:57,58) 할렐루야!

12-12-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roverbs 15:1-33
Main scripture: Psalms 2:1-12
Subject: Are you doing the works abundantly not
in vain?
The Holy Ghost is rebuking all the heathens
through Ling David saying, “Why do the heathen
rage, and the people imagine a vain thing?” When the
people of Israel didn’t repent their sins, and
continued to the sin in vain, the LORD God asked
prophet Jeremiah to cry, “O earth, earth, earth,
hear the word of the LORD.”(Jer. 22:29)
When the Israel was doing fornication with the
heathen kingdom, the LORD God allowed Babylon
to destroy them; and he spoke to them, no man of his
seed shall prosper, sitting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ruling any more in Judah. When the king of
Israel as the seed of David, the Lord Jesus Christ
appeared before them, they killed the king; and until
now, throne of David is empty yet.
The LORD God is still speaking the same word
unto all the heathens. Their rulers and kings are still
taking counsel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the anointed one, Lord Jesus Christ which
shall come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They are tying themselves to be the
rulers forever without the Lord Jesus Christ. Even in
this moment, the Holy Ghost is speaking unto the
world, “O earth, earth, earth, hear the word of the
LORD.” Bible is still saying unto the world, he that
is sitting in the heavens shall laugh; and the Lord
shall have them in derision.
The Jewish religious leaders killed their king,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y also were against the
Holy Ghost which came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after he rose again; and they threatened the
apostles saying before they released them, “Not to
speak at all nor teach in the name of Jesus.”(Act.
4:18) The Apostles went to their company, and
reported all that the chief priests and elders had said
unto them. And when they heard that, they lifted up
their voice to God with one accord to pray, “Lord,
thou art God, which hast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all that in them is: Who by the
mouth of thy servant David hast said, Why did the
heathen rage, and the people imagine vain things?

The kings of the earth stood up, and the rulers
were gathered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Christ. For of a truth against thy holy
child Jesus, whom thou hast anointed, both Herod,
and Pontius Pilate, with the Gentiles, and the
people of Israel, were gathered together, For to do
whatsoever thy hand and thy counsel determined
before to be done. And now, Lord, behold their
threatenings: and grant unto thy servants, that
with all boldness they may speak thy word, By
stretching forth thine hand to heal; and that signs
and wonders may be done by the name of thy holy
child Jesus.”(Acts 4:24-30)
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as shaken
where they were assembled together;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they spa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They made the very
prayer that pleased God. God receives only the prayer
that pleases him, and answers the prayer with the
fullness of the Holy Ghost upon the request to give
them power to preach the word of God.
Nowadays, what kind of vain things are all the
nations in this generation doing? The nations in the
whole word are still doing a vain thing against the
Lord Jesus Christ, the anointed one to make One
New World Government to receive the Anti-Christ to
come. In the main passage, the vain thing is to be
against the Lord Jesus Christ, the anointed one of
God. Then how they are against the Lord Jesus
Christ? They are against the Lord Jesus Christ,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that
shall come to Zion to rule all the heathens. In the
main passage, the same warning is given unto the
current world: “Thou shalt break them with a

rod of iron; thou shalt dash them in pieces
like a potter's vessel.”(Ps. 2:9) And the LORD
God is speaking unto the world to give another
chance: “Be wise now therefore, O ye kings: be
instructed, ye judges of the earth.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rembling.Kiss
the Son, lest he be angry, and ye perish from the
way, when his wrath is kindled but a little. Blessed
are all they that put their trust in him.”(Ps. 2:1012)
Now in this generation, it is the right time for us to
cry unto the world, and Israel and all the churches of

God: “O earth, earth, earth, hear the word of the
LORD.”
Lord Jesus warned the people of Israel not to do
vain things. This is considered as the same words
toward the churches as well: “This people draweth
nigh unto me with their mouth, and honoureth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 is far from me. But
in vain they do worship me, teaching for doctrines
the commandments of men. “(Matt. 15:8,9)
Apostle Paul also spoke to the saints of Corinthian
church: “We then, as workers together with him,
beseech you also that ye receive not the grace of
God in vain.”(2Cor. 6:1)
“By which also ye are saved, if ye keep in memory
what I preached unto you, unless ye have believed
in vain.”(1Cor. 15:2)
“Let no man deceive you with vain words: for
because of these things cometh the wrath of God
up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Eph. 5:6)
The Satan is still seducing the children of God so
that they may depart from the gospel to do the vain
things. The Satan is trying to let the churches of God
to lose the first love, and to lose the joy of salvation,
and to mix all kinds of philosophies and the teachings
of men so that they preach the different gospels. In
the end, they are possessed by the different spirits to
preach the different Jesus, not the Jesus that shall
come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The Lord Jesus Christ appeared to Apostle
John to speak the angel of the church of Ephesians:
“Nevertheless I have somewhat against thee,
because thou hast left thy first love. Remember
therefore from whence thou art fallen, and repent,
and do the first works; or else I will come unto
thee quickly, and will remove thy candlestick out
of his place, except thou repent.”(Rev. 2:4,5)
In other word, this is a strict warning unto the
church of Ephesians; if the church of God loses the
gospel of Christ, and not to preach the grace therein
with thanksgiving, it is no more church of God.
Whosoever loses the joy of salvation tends to replace
it with other religious activities. The purpose that the
Holy Ghost, the Spirit of the truth has come to the
world is to preach the gospel of Christ of salvation,
saith the Lord Jesus (John 15:26,27). There is no
presence of the Holy Ghost in the place where no
gospel and the words of God preached; it is the

reason why the commandments of men should be
replaced with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to be
ended up with the worship in vain.
King Solomon who had had all kind of glory for
himself began to please the LORD God with
dedication of the Temple of God and a thousand
burnt offerings unto God. But later on, he was
deceived by the Satan, and received the gods of the
Heathens to fall down himself as the one of the AntiChrist. He confessed with repentance finishing his
life: “Vanity of vanities, saith the Preacher,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What profit hath a man of
all his labour which he taketh under the
sun?”(Eccl. 1:2,3) He also concluded the life not in
vain saying: “Let us hear the conclusion of the
whole matter: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For God shall bring every work into judgment,
with every secret thing, whether it be good, or
whether it be evil.”(Eccl. 12:13,14)
Related to the message in the main passage, Jesus
testified saying: “Therefore whosoever heareth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th them, I will liken
him unto a wise man, which built his house upon a
rock: And the rain descended,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upon that house;
and it fell not: for it was founded upon a rock.
And every one that heareth these sayings of mine,
and doeth them not, shall be likened unto a foolish
man, which built his house upon the sand: And
the rain descended, and the floods cam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upon that house; and it fell:
and great was the fall of it.”(Matt. 7:24-27)
He gave us the message of the life not in vain; and
this is the life of obedience unto the words of God.
Finally, Apostle Paul testified of our final hope
that is the resurrection of our body (Rapture); and he
encouraged us to do abundant work of the Lord
nothing in vain to appear with the Lord Jesus Christ,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in
the day of the resurrection: “But thanks be to God,
which giveth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erefore, my beloved brethren, be
ye stedfast, unmove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forasmuch as ye know that your
labour is not in vain in the Lord.”(1Cor. 15:57,58)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