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3-2011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23;1-6 

본문: 요한복음 3:14-21 

제목: 요한복음 3 장 16 절에 있는 멸망과 영생의 의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이 세상 어느누구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심을 말씀하셨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라…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에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롬 3:23; 6:23)고 

증거했다. 

 

     사도 요한은 태초부터 말씀으로 게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을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이 어두움 

속에 비치어도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요 

1:3-5)고 증거함으로써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두움, 즉 사망 가운데 있었다고 

증거했다. 또한 예수께서는 마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처럼 그분을 먹기만 하면, 즉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됨을 

증거했다: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예수)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요 1:12,13)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은 아담괴 이브를 

에덴에서 쫓아내시어 (창 3:24) 죄인의 상태로 생명과를 

먹고 영원히 저주 가운데 영생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그분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그의 피를 

통하여 모든 죄들을 대속하시고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 다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 사실을 

증거하시면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요 14:6)고 선포하신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에게 영생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생명과를 먹어야 

하며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하는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사탄의 유혹으로 인해 이 기회를 상실하여 

멸망하게 된 아담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어 누구든지 그분을 믿어 

영접함으로써 그분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먹어 영생하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첫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었지만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했다 (고전 15:45). 다시 

말해서 첫 사람 아담은 영생하기 위하여 생명나무를 계속 

먹어야 영생할 수 있는 혼이 었지만, 예수님은 그 자신이 

생명나무이시기에 그분을 믿음으로 먹는 자, 즉 영접하는 

자들은 살려주는 성령을 받아 그들 역시 생명 나무가 

되어 사탄은 더 이상 그들로부터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또한 누구든지 생명나무가 된 

사람들의 전하는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들 역시 생명나무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이다. 잠언 기자는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잠 11:30)고 

증거했다. 

 

     누구나 잘 알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3 장 16 절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아 

생명의 나무가 될 수 있으나 그분을 믿지 않으면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어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이다.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생명을 받아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던가, 그렇지 않으면 게속 죄를 지은 

정죄 속에서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든가 마지막 결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 의롭게 되는 사람만이 성령을 

받아 생명 나무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그의 신부로서 살려주는 영을 받아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살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죄 안에 계속 머물게 되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스스로 정죄 

속에 머무르게 되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말이 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요 12:48) 

 

     그렇다면,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들이 

범한 모든 율법의 죄들을 대속하신 이후에 태어나서 

복음을 듣었으나 회개하지 않고 그분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죽으면 그 몸은 무덤으로, 그의 영은 위로 

올라갈 것이며 구원받지 못한 혼은 불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 혼은 영원히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창 2:7) 죄로 인하여 

생명의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나라에서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증거했다: “사람의 영은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전 3:21) 

이는 마치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기에 그곳으로부터 쫓겨난 것과 같은 

것이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7 년 대 환란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마음대로 활동하도록 

허락하실 것이다.  땅에는 평화가 제거될 것이며(계 6:4). 

엄청난 기근이 오게 될 것이다(계 6:5,6). 사망과 지옥이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됨으로 인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사분의 일을 죽일 권세가 주어질 

것이다(계 6:7,8). 사람들이 땅의 짐승들의 먹이가 되어 

칠십 얻 인구 중에 십칠 팔 억의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비참한 일이 될 것인가? 

 

     또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머리털로 짠 천 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처럼 될것이며 하늘의 별들이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또한 

하늘은 두루말이같이 말려서 쓸려 가고 모든 산과 섬들도 

각기 제 자리에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계 6:12-14). 

또한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게 될 것이며 

나무의 삼분의 일이 타버리고 바다의 삼분의 일도 피가 

될 것이다 (계 8:7,8). 또한 지옥으로부터 메뚜기들이 

나와 전걸같은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괴롭힐 것이다.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들의 머리카락 

같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의 이빨을 가졌고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으며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어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괴물들이 지하로부터 올라오게 될 것이다 (계 9:1-10). 

또한 이억의 기병대가 나타나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가지고 사람들의 삼분의 일을 죽일 

것이다. 이미 삼분의 일이 죽었으니 이로 인하여 지구의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계 9:13-18). 

 

     이러한 재앙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손으로 행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마귀들과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하는 금, 은, 동, 돌과 나무로 된 

우상들에게 경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또 자기들의 

살인과 마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계 9:20,21) 

 

     또한 땅으로 쫓겨난 마귀로 인해(계 12:9)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할 것이다 (계 13:11-17). 

 

     그러나 휴거된 성도들은 칠 년 대 환란 동안 하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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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라고 하더라.”(계 19:7,8) 

 

     혼인식을 마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게 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1-16)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휴거된 그의 신부들이 이 

땅을 천 년 동안 통치한 후에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되어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게 될 것이며 마지막 

백보좌 심판 후에는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 

이미 지옥에 있는 모든 혼들은 마지막 장소인 불못으로 

던져지게 될 것이다 (계 20:10-15). 

 

     그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자신들의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함꼐  영원토록 그곳에 살게 될 것이다 (계 21:1, 2) 

    지금도 성령과 신부들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계 22:17) 

 

     그렇다! 요한복음 3 장 16 절에서 에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말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어느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됨을 잊지 말자! 

그러므로 바로 오늘이 구원의 날이요 은혜 받은 날인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10-23-2011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23:1-6 

Main scripture: John 3:14-21 

Subject: The meaning of “To perish” and “The eternal 

life” in John 3; 16 

 

     Jesus explained about the love of God unto Nicodemus 

that God wants not to make anyone in the world to be 

perished, but to have eternal life.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in the Spirit: 
“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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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Rom.. 3:23; 6:23) 

 

     Apostle John testified of Jesus Christ that was God as 

well as the Word in the beginning saying, 

“All things were made by him; and without him was not 

any thing made that was made.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men. And the light shineth in 

darkness; and the darkness comprehended it not. 

“(John 1:3-5) 

And he also testified that the world had been in darkness 

that is death until Jesus came to the world. He also testified 

of Jesus that is like the life tree in the Mount Eden so that 

whosoever receives him by faith may be born again as the 

children of God: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Which were born, not of blood, nor of the will of 

the flesh, n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John 

1;12,13) 

 

     Yea! God cast out Adam and Eve for they ate the fruit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en. 3:24), because he 

wanted not them to live forever under sin and curse. Now 

God has sent his only begotten Son to the world to redeem 

the sin of the world through the blood of his Son so that 

whosoever eat his flesh and drink his blood may receive the 

life again that is in his Son. To testify this truth, Jesus 

declared,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John 14:6) 

 

     Yea! God had spoke to Adam and Eve to eat the fruit of 

the life tree to live, but to die if they ate the fruit of the 

forbidden tree. But the Satan tempted them to eat the 

forbidden tree so that all the children of Adam had lost the 

opportunity of life. But God had given another opportunity 

to live sending his only begotten Son so that whosoever 

could eat him that is another life tree to have eternal life. 

The first man, Adam was the living soul, but Jesus, the last 

Adam became the quickening spirit, as Apostle Paul 

testified (1Cor. 15:45) In other word, the first man, Adam 

had to eat the life tree to live continuously for he was the 

living soul; but whosoever eat him by faith may receive the 

quickening spirit to be life tree so that the Satan could not 

take the life away anymore. And whosoever hears the 

gospel from them that became the life trees to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lso could be life trees. The writer of the 

Proverb testified: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and he that winneth souls is wise.”(Prov. 11:30) 

 

     The word in John 3:16 means that whosoever could be 

the life tree to live forever if they believe in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but non believers should be perished 

without the eternal life. Everyone has to make one 

resolution whether he live in the eternal blessing of life, or 

to be perished under sin. God has given his grace to be life 

trees through justification in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through the Holy Ghost, whether they are the Jew or 

the Gentiles. In other word, God has given us the power to 

be the body of Christ that is his bride so that we may 

preach the gospel to quicken other people whether they are 

the Jew of the Gentiles. 

 

     But they that not believe in his Son had already sinned 

so that they had come short of glory of God to be under 

condemnation to be perished.  In other word, they want to 

be under condemnation voluntarily to be perished. 

Therefore, Jesus said that his word shall judge the world: 

“He that rejecteth me, and receiveth not my words, 

hath one that judgeth him: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he same shall judge him in the last day.”(John 12:48) 

 

     Then, how the non-believers shall be perished?  

Firstly, after death, their body returns to the grace as dust, 

and their spirit to upward, and their souls to the burning 

hell, because they believed not the gospel and not repented 

even though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shed blood to 

redeem the sin of the law. The souls not saved cannot live 

in heaven where God lives because of sin, for they are 

created as the living soul (Gen. 2:7). The writer of 

Ecclesiastes testified, “Who knoweth the spirit of man 

that goeth upward, and the spirit of the beast that goteh 

downward to the earth?”(Eccl. 3:21) 

This is as if Adam and Eve were cast out of the Eden for 

they ate the fruit of the forbidden tree.  

 

     Secondly, if the Rapture comes to pass when non-

believers are alive, they shall be passed over to the Great 

Tribulation. There shall be a great judgment in the earth 

right after the rapture. God shall allow the Satan and the 

Anti-Christ and the false prophet to do their works. Peace 

shall be taken away from the earth (Rev. 6:4). There shall 

be a great famine in the earth (Rev. 6:7,8). Death and hell 

shall follow after the Anti-Christ so that the power shall be 

given unto them over the fourth part of the earth, to kill 

with sword, and with hunger, and with death, and with the 



beasts of the earth (Rev. 6:7,8). What a miserable thing it 

may be, if 1.7 or 1.8 Billons of people out of 7 Billion shall 

be killed by the beasts? 

 

     There shall be a great earthquake; and the sun shall 

become black as sackcloth of hair, and the moon became as 

blood. And the stars of heaven shall fall unto the earth, 

even as a fig tree casts her timely figs, when she is shaken 

of a might wind. And the heaven shall depart as a scroll 

when it is rolled together; and every mountain and island 

shall be moved out of their places (Rev. 6:12-14). And 

there shall be hail and fire mingled with blood, and they 

shall be cast out upon the earth and the third part of trees 

shall be burnt up, and all green grass shall be burnt up. And 

the third part of the sea shall become blood (Rev. 8:7,8). 

And there shall come out locusts from the bottomless pit 

upon the earth to torment people for five months, and unto 

them shall be given power, as the scorpions of the earth 

have power. And they have the hair as the hair of women, 

and their teeth are as the teeth of lions. And they have 

breastplates, as it is breastplates of iron; and they have tails 

like unto scorpions, and there are stings in their tails; and 

their power is to hurt men five months (Rev. 9:1-10). And 

there shall be the army of horsemen of which number are 

two hundred million. And the third part of men shall be 

killed, by the fire, and by the smoke, and by the brimstone, 

which are issued out of their mouth. As the result of it, the 

half of men in the earth shall be killed, for the one third are 

already killed (Rev. 9:13-18) 

 

     And the rest of the men which are not killed by these 

plagues yet repented not of the works of their hands, that 

they should not worship devils, and idols of gold, and silver, 

and brass, and stone, and o wood; which neither can see, 

nor hear, nor walk; neither repent they of their murders, nor 

of their sorceries, nor of their fornication, nor of their thefts 

(Rev. 9:20,21) 

 

     And the great dragon that is the old serpent, called the 

Devil and Satan shall be cast out of heaven.(Rev. 12:9) And 

the Anti-Christ and the false prophet shall appear. And the 

false prophet shall cause all, both small and great, rich and 

poor, free and bond, to receive a mark in their right hand, 

or in their foreheads: And that no man may buy or sell, 

save he that has the mark, or the name of the beast, or the 

number of his name (Rev. 13:11-17). 

 

     But there shall be wedding of the Lamb of God in 

heaven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in the earth among the 

brides of Christ that are translated. Apostle John testified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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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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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19:7,8)  

 

     The brides of Christ shall come back to the earth with 

Christ that i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after wedding to judge the world. Apostle John 

te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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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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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he was clothed with a vestur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And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And out of his mouth goeth a sharp sword, that 

with it he should smite the nations: and he sha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nd he treadeth the winepress 

of the fierceness and wrath of Almighty God. And he 

hath on his vesture and on his thigh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Rev. 

19:11-16)  

 

      After the millennium of Jesus Christ along with his 

bride, the devil sha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ere the beast that is the Anti-Christ and the 

false prophet are, and sha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After the last judgment of the white 

throne of God, death and hell shall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at is the second death (Rev. 20:10-15) 

 

     Thereafter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shall be 

created; and the holy city, New Jerusalem shall be coming 

down from God, where the bride of Christ shall dwell 

forever and ever. (Rev. 21:1, 2) 

 

      Even now, the Spirit and the bride are testifying: 

“And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him 

that heareth say, Come. And let him that is athirst come. 

And whosoever will, let him take the water of life 

freely.”(Rev. 22:17) 

 

     Yea! The word of God, John 3:16 is the most important 

one for the believers and nonbelievers as well. There shall 

be extreme result at the end, heaven or hell. God never 

want anyone to be perished, but to be saved. Let us not 

forget, the word of God shall judge you, not God himself! 

This is the reason why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and 

grace.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