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2012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23:1-6
본문: 마태복음 6:25-34
제목: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예수 님께서 산 위에 앉으셔서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유대인 제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왕국)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왕국)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았던 때였다. 그
당시까지도 공중에 권세잡은 사탄의 정사와 권세와 세상 어두움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한 영들로 인하여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느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던 때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앞으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죄값을 자신의 피로 지불하심으로써 모두 제거하시고 자신이
행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왕국)로
들어가게 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미리 말씀하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다: "그의 기쁘심에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엡
1:9,10)
그렇다! 완전하였던 하늘은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들의
반역으로 인하여 더럽혀졌고, 또한 이 지구마져도 그가 가져온
죄로 인하여 저주가 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왕국(하나님의 나라)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왕국)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먼저 유대인들에게 주심으로써 앞으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시고 죽은자로부터 셋째 날에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권세를 이기실 자신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먼저 구하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에 나왔을 때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모세를 따르는 광야
교회안에 연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들을 항상
더하여 주셨다. 이 광야 교회는 오순절 이후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의 모형이었다. 스테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에게
이 광야 교회에 대하여 증거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이가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해 주던 그 천사가 또 우리 조상과 더불어
광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
주던 그가 이 사람이라."(행 7:37,38)
그 당시 광야 교회에서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도 짓지 않았고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로
먹여주시고 반석을 쪼개셔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으며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메추라기를 먹여주셨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신도 그들의 발에서 낡아지지 않았다 (신
29:5). 그러나 예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로마의 통치 하에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그들은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모세가 증거한 그와 같은 선지자이신 예수께서 그를
따라 말씀을 들으려고 나아온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대인의 왕이신
자신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영원한 구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죄사함을 얻어, 그분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왕국)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가야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방인들 처럼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왕국)안에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받으라는 말씀인 것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축복을 받으면 모든
육신의 것들은 때를 따라 공급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이다.
드디어 오순절에 되어 성령께서 오셨을 때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유대인들이 하루에 삼천이나 더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롬 1:16)라고 증거한 것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모든 것들은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하늘과 땅에 이루시는
때에 찬 뜻을 세우시고 첫째로 하신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 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셨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롬 14:17)고 증거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인 것이다. 보이는 기독교계에서 거듭나지 않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왕국)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닌 것으로서 예수께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섞은 가루 서말의 비유나 알곡과 독보리 비유
등을 통해서 이것을 "천국의 신비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마
13 장).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시려고 오신 왕을 죽이고
종교인들이 정사들과 연합해서 천국을 폭력으로 탈취했던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셨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마 11:12)
하나님께서는 때를 정하시고 마침내 때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을 통치하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불못에 던져버리시고 그들와 함께
했던 모든 종교인들과 정사들과 그들을 따르면서 자신을 믿지
않았던 모든 죄인들과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땅에 그의 왕국을
세우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땅에 천국을 세우실
때에 보이지 않게 믿는 자들 속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온
하늘과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 때가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오며, 어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는 기도가 성취되는 날인 것이다.
그렇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루 속히 빨리 하나님의 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가지 않으면 때가 될 때에
세상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탄과 함께 하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인 아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를 통해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왕국)로 초청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왕국)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써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일인 것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먹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통하여 공급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만이 심판의 날인 대 환란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의 죄만을 판단하며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으며 뜨겁게 사랑하면서 자신을 정결케하는 일만을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다 (요일 3;1-3). 아멘! 할렐루야!

11-25-2012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23:1-6
Main scripture: Matthew 6:25-34
Subjec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Jesus spoke unto Jewish disciples sitting on a mountain when
they gather together before him to hear his word, saying,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t that
time,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had not been
revealed yet. By that time, the power of the Devil such as
principalities, and the powers, and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nd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had kept from
coming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and earth yet; and no one
could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God, because it was before Jesus Christ died for the sins of the
law yet.
But Jesus had planned t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through his blood shed on the cross so that they that believe on
the righteousness of God may enter the kingdom of God. Apostle
Paul understood this will of God, and testified unto the saints of
Ephesians: "Having made known unto us the mystery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hath purposed
in himself: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ness of times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 even in him:"(Eph.
1:9,10)
Yea! The perfect heaven was defiled by the Satan and his
angels through their rebellion, and even the earth happened to be
cursed through the sin that was brought forth by the Satan. This
was because Jesus asked his disciples who were Jews first to pray,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Matt. 6:10) Jesus asked them to believe on him that
will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through his death and his
resurrection from the dead to overcome the power of the Satan so
that they may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When the people of Israel came out of Egypt to the
wilderness, they united in the church of the wilderness. Moses
was the model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Savior. And the
LORD God always added things to eat and to drink unto them.
This church in the wilderness was the model of the church of God
since the Day of Pentecost. Stephen testified of this church in the
wilderness being full of the Spirit: "This is that Moses, which
said unto the children of Israel, A prophet shall the Lord
your God raise up unto you of your brethren, like unto me;
him shall ye hear. This is he, that was in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with the angel which spake to him in the mount
Sina, and with our fathers: who received the lively oracles to
give unto us:"(Acts 7:37,38)
People of Israel in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could do any
farming for food on the way to the land of Canaan, because the
LORD God opened the heaven to give them manna that was the
food of angels, and broke the rock to give them living waters, and
blew the wind of the Spirit to given them quails. In addition to it,
their clothes were not waxen old upon them, and their shoes were
not waxen old upon their feet (Deut. 29:5) But when Jesus came
to the land of Israel, Israel was no more the kingdom of God, but
under rule of Roman Empire; and they were suffering in the
midst of poverty and all kinds of diseases.
Now Jesus who is the prophet as Moses speaking unto the
Jews when they came forward to him to hear his word,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He meant to

them to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by seeking the
righteousness in the remission of sins through the eternal
redemption through death and resurrection of the king of the Jew;
and to born again by faith to enter into the church of God that is
the kingdom of God in the earth. And they didn't have to seek the
things to eat and to drink as the gentile but they could live on the
things supplied in the family of God.
Finally, the Holy Ghost came to the earth on the Day of
Pentecost. Three thousands of disciples were added to the church
of God in Jerusalem receiving the Spirit through repentance upon
heating the sermon of Peter.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gospel
of Christ that gives salvation unto them that believe saying,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Rom 1:16) It is natural that
God the Creator should supply what ever the family of God needs.
Since God set the plan to build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and earth, he wanted to build the invisible kingdom of
God within them that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spiritual kingdom of God, "For the
kingdom of God is not meat and drink; but righteousness,
and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Rom. 14:17)
In other word, the kingdom of God only exist in the born again
Christian spiritually. This is the invisible church of God. The
visible Christiandom looks like the kingdom of God, but it is not
real church of God as Jesus taught of the mysteries of the
kingdom of heaven such as the parable of the seed of mustard,
and leaven hid in three measures of meal, and wheat and tares
and so on (Matt. 13). The religious leaders kill the king Jesus that
was going to build the kingdom of heaven in the earth, and they
took the kingdom of heaven violently together with the
principalities. Jesus testified of this: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Matt. 11:12)
God set the time, and the Lord Jesus Christ shall come to the
earth in his time to cast the Anti-Christ as well as the false
prophet in the lake of fire together with all their religious leaders
and sinners and wicked people, and he shall build his kingdom in
the earth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Then the
kingdom of God that was within the believers spiritually shall be
in heaven and earth visibly. This is the day when the prayer shall
be done as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matt. 6:10)
Yea! Unless people enter into the kingdom of God as soon as
possible through faith in the righteousness that is the dea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well as his resurrection, and the power of his
blood, they shall be separated from God forever and have to go to
down the hell that is not heaven. This is the reason why all the
Christians have to preach the gospel of Christ to invite sinners to
the kingdom of God. This is the reason why all men born in the
world have to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to be the family of God. Being the member of the
family of God shall be free from the things to eat and to drink.
Therefore the family of God shall enter the kingdom of God
when Jesus Christ appears in the air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Whosoever has this hope shall only judge himself not others
covering multitude of sins to purify himself as Jesus Christ is
pure(1John 3;1-3)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