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0-2013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97:1-12 

본문: 미카서 4:1-7 

제목: 그 날과 또 다른 그 날 후, 그 날들에 있게 될 미래의 역사 

        하늘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시작과 끝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과 끝에 

대하여 창세기 3:15 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뱀, 즉 사탄의 편에 서게 되어 죄와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뱀인 

사탄에게 선포하셨고 지난 육천 년 동안 하나도 빠짐 없이 성취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자신의 계획에 대하여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의를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창 3:15)고 선포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천 년 동안 여인의 

씨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구약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다. 마침내 사천 년만에 그분께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자의 씨로 나타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한 여자의 

몸에 잉태되시어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들어왔던 모든 죄들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죄없는 하나님의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제거하시고(요 1:29) 모든 

율법의 죄들을 구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사천 년 후에 마침내 마귀에게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부수도록 허락하셨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인 유대인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내로 택하신 이스라엘 여자의 씨가 되신 것이다. 그후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 뱀, 곧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기 위하여 

뱀이 가져온 모든 죄들을 자신의 몸에 전가 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세상 

죄를 제거하셨다. 그리고 마귀와 함께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지옥까지 가셔서 모든 죄들을 던져버리시고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마귀를 이미 

심판 하신 것이다. 

 

       그후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기 전에 그의 왕국인 죄악 

세상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신의  왕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지난 이천 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남은 미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한 날을 정하시고 조만간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부인 하나님의 교회를 데려가실 것이다 (고전 15:22,23,51-54, 살전 

4:16-18). 그날 후에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약 7 년 간 쏟아지게 될 것이다.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견딘 무리들을 마치 추수 때에 이삭을 줍듯이 

구원하셔서 그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대 환란 끝에 여자의 씨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셔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인 큰 용을 잡아 큰 사슬로 묶어서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던져 

천년 동안 가두실 것이다(계 20:1-3) 

 

       앞으로 그 날인  그리스도의 날과 또 다른 한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날에 사탄을 끝없이 깊은 구렁 속에 가두신 후 천년 동안 사탄의 

유혹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두 날들 후에 있을 그 

날들인 천년 동안 있게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육천 년 동안 통치하면서 죄와 사망과 저주를 가져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종들로 삼고 무수한 전쟁과 기근과 저주를 일으켜서 이 세상을 초토하 

시켰던 마귀를 제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인수받으셔서 친히 

통치하실 미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미카서 4:3 와 이사야 2:4 말씀이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벽에 기록되어 있다(뒷면 사진 참조).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신인 사탄은 인간들이 만든 유엔을 통하여 이 땅에서 전쟁을 없애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유엔이 생긴 이래로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전쟁이 발발했으며 전쟁이 없는 날이 일 년 내내 단 하루도 없을 정도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우스꽝스런 일인가? 초등학생들 까지도 웃을 일인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 날들과 그 후에 있을 그 날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왕국이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왕국이 이루어진 현장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있다. 동일한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도 예언하게 하셨다 (사 2:1-4). 다른 시대에 살았던 두 

선지자들을 통하여 동일한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은 이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증하신 것이다. 

 

       그 날들인 마지막 날들에는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다. 사도 요한도 그 날에 대하여 본 것을 성령 안에서 증거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분을 

대적하여 전쟁하려고 모인 적그리스도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 말 탄 분과 그의 군대에 의하여 패하게 되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타오르는 불 못에 산 채로 던져지고 그 남은 모든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로 살해되어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게 되는 광경을 

증거했다 (계 19:16-18). 

 

       선지자 미카와 이사야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계시록 19 장)이 

성취된 후에 있을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기에 세상 사전에는 

없는 "미래의 역사"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에 

대하여 사천 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셨고 그 모든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으며 본문 말씀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그분을 믿지 않은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 지상에 

유일하게 세우실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서 있을 일들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무식한 

사람이 용감하다는 속담이 그냥 생긴 말이 아니다. 작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과 무었이 다르겠는가? 

       그 날들이 오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지상의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으로 몰려들 것이다. 그들은 가면서 "'오라, 주의 

산과 야곱의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자.' 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리라. 우리가 그의 길에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미 4:2) 고 외치게 될 것이다. 

그때에 주님께서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먼 곳의 강한 민족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들이 누구갰는가? 핵무기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위협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아니겠는가? 그때에 모든 나라들은 칼들과 창들, 즉 무기들을 쳐서 

보습과 낫, 즉 농기구들을 만들어 무기 없는 세상이 되어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그때에 마침내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회복되어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며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더 이상 태러가 

없는 명실상부(名實相符)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평안히 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온 땅의 수도(首都)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날들이 되면 모든 다른 피조물들도 서로 해치지 않고 

화목하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했다: "또한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울 것이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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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산에서 해치거나 파괴시키지 않으리니 이는 

마치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이 주의 지식으로 충만할 것임이니라."(사 

11:6-9) 

        이천 년 전에 예수께서 예루살렘 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이 날들을 

바라보시면서 그에게 나아오는 제자들에게 입을 여시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앞으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세우실 천년왕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대 환란 때), 온유한 자들(회개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임이요(천년왕국에서)...."(마 5:1-5) 

물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영적인 교훈이기도 하지만 그것 보다 먼저 

교리적으로  앞으로 그 날들이 이를 때 이스라엘에 물리적으로 이루어질 

천국인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인 것이다.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과 베드로를 통하여 이 일들 후에 있을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미래의 역사를 

자세하게 알려주셨다 (계 21,22 장, 벧후 3:13).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하여 역사를 연구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미래의 역사이기에 세상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 거듭난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이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불평하지 말고 서로 대접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 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섬기라."(벧전 4:7, 8)고 권면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이는 보이는 것들은 잠깐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후 4:18)고 권면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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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After the day, and another day, the things to be happening in the days 

as future history 

 

        The beginning and end of the plan of God for heaven and earth is written in the 

word of God. It is the way to live with wisdom through knowing the plan of God for 

this world. The book of Genesis chapter three and verse fifteen tells us the beginning 

of the plan of God as well as the end. As soon as sin and death came to the world 

because of sin of the first man rejecting God to be with Satan, the serpent, God 

decalred the plan of God unto the serpent through the one verse of his word; and his 

plan has been realized without any exception for last six thousand years. God spoke 

unto the serpent saying,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Gen. 3:15) 

 

       To implement his plan, God prophesied of his only begotten Son to come as the 

seed of woman for four thousand years. Finally, when four thousand years were 

fulfilled, he was conceived in the body of a woman of the Spirit of God and was born 

in Bethlehem, Israel as the seed of woman, not of man. Afterward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he died on the cross shedding the blood of God of no sin to redeem all 

the sins in the world, and took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29). Finally God 

allowed the devil to bruise the heel of the seed of woman. 

 

       Jesus Christ was born in the genealogy of the Jew of Israel to become the seed of 

woman chosen as the wife of God. Thereafter, Jesus Christ received the sin of the 

world in his flesh that was brought forth by the devil to bruise the head of the serpent, 

and died t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And he went down into the hell for the 

sinners that were supposed to go to hell with the devil, and dumped all the sins. And 

he rose again from the dead the third day to overcome the devil that has the power of 

sin and death. Jesus Christ already has judged the devil on the cross through his 

death and resurrection. 

 

       Afterward, the Lord Jesus Christ called his disciples for them to preach the 

gospel of the grace of Christ to invite the Jews and the Gentiles into his kingdom for 

last two thousand years before he bruise the head of the devil. Now the future history 

according to the plan of God is to take his bride , that is his church home in heaven 

one day (1Cor. 15:22,23,51-54, 1Thes. 4:16-18). After the day, there shall the wrath 

of God be poured for seven years or less upon the Jews and the Gentiles that not 

believed on Jesus Christ. Afterwards, he shall lead the Jews and the Gentiles that 

repent, and believe on him and endure to the end not receiving the Mark of Beast 

into his kingdom as he collect grains after harvest. At the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Jesus Christ shall come to the world as the seed of woman to bind the 

big Dragon, the old serpent, called as Stan and Devil with a great chain, and he will 

cast him into the bottomless pit, and shut him up for thousand years (Rev. 20:1-3). 

 

       In the day of Christ, and in another day of second coming of Jesus Christ, there 

shall be no temptation in the earth for thousand years after he shut Satan up in the 

bottomless pit. The main passage that we read today explains about the things to 

come after the two kinds of day. In other word, we are hearing of the things to 

happen that Jesus Christ is going to eliminate the Devil that has ruled the world for 

six thousand years making all men his slaves bringing forth sin and death and curse 

as well as innumerous wars and famines; and he will take over the earth to reign 

himself in the earth. 

 

       By accident(?), the word of  Micah 4:3 as well as Isaiah 2:4 is written on the 

wall of U.N. (refer the picture on the back). In other word, Satan, the prince of the 

world still insists to eliminate wars from the earth through U.N.. As a matter of fact, 

more wars has been happening since U.N. was established; even no one day without 

war as elementary school students know about it. What a funny thing it is? 

 

       Jesus Christ asked his disciples to pray for them to look forward the days: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Matt. 6:10)  

Now we see the kingdom of the Father in the earth in the Spirit. The same prophesy 

was spoken by the Prophet Isaiah (Isa. 2:1-4). The two prophets that lived in 

diffident age prophesied the same word of God to confirm the word of God. 

 

       In the last days that is the days the mountain of the LORD shall be established in 

the top of the mountains, and shall be exalted above the hills. Apostle John also 

testified of the things that he saw in the Spirit in the days. He saw, the Lord Jesus 

Christ shall come as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to judge the world; and 

he saw the beast, and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him that sat on the horse, and against his army; and all their armies 

are defeated by him, and the Anti-Christ and the False Prophet are cast above  into 

the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 and the remnant are slain with the sword of 

him that sit upon the horse, and all the fowls are filled with their flesh (Rev. 19:16-

18). 

 

        Prophet Micah and Isaiah shows us the things after the prophet in Revelation is 

fulfilled. All the prophesies written in the word of God shall be fulfilled as 

prophesied;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ose are called as "Future History" that 

cannot found in the dictionary in the world. God had prophesied of the coming of 

Jesus Christ for four thousand years through his prophets; and fulfilled as prophesied. 

The word of the  main passage is prophesy the things to happen in the Millennium of 

Christ, after Jesus Christ a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judge the sinners 

that not believe on him. Therefore, anyone that not believe in Jesus Christ is already 

condemned because of sin that neither fear God nor ignoring the plan of God. The 

proverb, saying, The ignorant is always brave; he is the one that cover the heaven 

with his hands. 

 

       When the days come, all the people that enter the kingdom of Millennium of 

Christ shall gather together shouting,  

 

"And many nations shall come, and say, Com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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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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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Micah 4:2) 

The, Jesus Christ shall judge among many people, and rebuke strong nations. Who 

shall they are? They must be America, China and Russia and so on that have 

threatened  all the nations for wars. Then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and spears 

(weapons) plowshares and pruning hooks (farming machines). Then there shall be 

the world without weapons and wars. Then, Israel shall be restored completely, and 

call their God, and they shall live in Jerusalem peacefully in the land of Palestine that 

was promised unto Abraham without terrors under the rule of Jesus Christ . And then, 

Jerusalem shall be the capital city where the throne of God in the earth. 

 

       Not only this, when the days come, all other creatures shall not hurt each other 

any more, but have peace among them as prophet Isaiah prophes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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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cow and the bear shall feed; their young ones shall l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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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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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ckatrice' 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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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9) 

 

       Two thousand years ago, sitting on the mountain in Jerusalem, Jesus Christ 

opened his mouth to teach his disciples looking forward this days: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 Millennium of Christ to come)Blessed are they that mourn (repent for not 

believed in Jesus): for they shall be comforted. 

Blessed are the meek (the remnant of Israel in the great tribulation): for they shall 

inherit the earth (in the Millennium of Christ)."(Matt. 5:1-5) 

Of course, this teaching on the mountain is also spiritual one, but above all it is the 

word of Millennium of Christ to be established in Israel physically in doctrine wise 

when the days come to pass. 

 

       Jesus Christ revealed the future history after these things come to pass of new 

heavens and a new earth, wherein dwells righteousness as well as the new Jerusalem 

in the eternity through Apostle Peter and John. (Rev. 21,22, 2Pet. 3;13). People in 

the world study history to have wisdom. The word of God is the eternal future 

history; therefore it gives us eternal wisdom of God that cannot be compared to the 

wisdom of the world. The one that has received the wisdom of God is to live with 

righteousness. Apostle Peter wrote a letter to encourage the elect through sprinkling 

of the blood of Jesus Christ to be born again: 

 

 "But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be ye therefore sober, and watch unto 

prayer. And above all things have fervent charity among yourselves: for charity 

shall cover the multitude of sins."(1Pet. 4:7,8) 
Apostle Paul also encouraged the saints of Corinthians saying, 

 

 

"While we look not at the things which are seen, but a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for the things which are seen are temporal; but the things which are not 

seen are eternal."(2Cor. 4:18)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