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2013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67:1-7
본문: 로마서 4:13-25
제목: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한 에벤에셀 하나님
옛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있을 당시
이스라엘이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필리스타인들을 일으키시어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으며 이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집에 말하기를
그들 가운데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그들의 마음을
주께로 세우고 그분만을 섬기면 주께서 필리스타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시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들은 사무엘의
말을 듣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치우고 주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그들에게 미스패로 모이면
그들을 위하여 주께 기도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날에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온 필리스타인들에게 큰
천둥을 일으키시어 그들을 패주시켰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지고 미스패와 센 사이에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말했습니다(삼상 7:7-12).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이방
나라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면 그들을 이방나라의 손에서 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갈 3:9).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안에 있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정욕을 따르지 않고, 다시 말해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행할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의 상속자(The heir of
the world)가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을
유산으로 받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씨(그리스도)에게 하신 이 약속은 율법을 통한 약속이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한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 15:6, 롬 4:3). 그러므로 이 세대에서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브라함과 그리스도에게 주신 약속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상속받으실 천년왕국의 때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롬 8:17).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속자가 되고 그 안에서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창 12:2,3)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그 당시 그는 자신의 씨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몰랐습니다. 또한 그가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의 나이가
팔십이 넘었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칠십이 넘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앞에서
비록 그 당시에는 전혀 소망이 없었지만 그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식도 없고 자식을 낳을 소망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리라는 것과
그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창 15:5). 그가 믿은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을 믿으라 (Have faith in God)."(막 11:22)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육신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약속을 받은 후 십여 년이 지나 약 백
살이 되고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 몸이 이제 아들을 생산할 수 없는
죽은 몸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슴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사라가 약 구십이 되었는데도 그녀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어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요(요 1:12)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증으로 성령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갈 3:14).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상속자가 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며, 비록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짐으로써 인내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날인 "그리스도의 날"(살전
4:16-18, 고전 15:51-54)인 것입니다. 또한 그분과 함께 세상을
상속받게 되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며 영원세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는 것입니다(골 3:2).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입니다(요일 2:15-17). 한 마디로 말한다면 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간다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탐심을 품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골 3:5)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옛날 육적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우상을 섬길 때마다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던
것처럼 동일한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내려진다는 것을 명심하해야 합니다. 우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에녹처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조만간 그 날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때에 우리는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1-3-2013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67:1-7
Main scripture: Romans 4:13-25
Subject: God of Ebenezer for the children of Abraham
When Samuel was judging the children of Israel, they
were worshipping Baalim and Ashtaroth. The LORD God
raised Philistines for them to attack Israel to judge them
because of their idolatry. Samuel spoke unto all the house
of Israel, saying, if ye return unto the LORD with all your
hearts, then put away the strange gods and Ashtaroth from
among you, and prepare your hearts unto the LORD, and
serve him only; and he will deliver you out of the hand of
Philistines. Then the children of Israel did put away
Baalim and Ashtaroth, and served the LORD only. Samuel
said unto them, Gather all Israel to Mizpeth, and I will
pray for you unto the LORD. And they gathered together
to MIzpeth. And Samuel took a suckling lamb, and offered
it for a burnt offering wholly unto the LORD: and Samuel
cried unto the LORD for Israel; and the LORD heard him.
The LORD thundered with a great thunder on that day
upon the Philistines, and discomfited them; and they were
smitten before Israel. Then Samuel took a stone, and set it
between Mizpeth and Shen, and called the name it
Ebenezer, saying, Hitherto hath the LORD helped us
(1Sam. 7:7-12)
The LORD God judged the children of Israel using
the Gentiles, whenever they sinned against him. And when
they repented their sins, he delivered them from the hand
of the Gentiles. God gave them his word whenever they
sinned before him; and he answered unto them whenever
they repented their sins. Apostle Paul testified unto the
saints of Galatians, saying "So then they which be of faith
are blessed with faithful Abraham."(Gal. 3:9). Whosoever
believe on Jesus Christ that came as the Son of man in the
seed of Abraham is to be the child of Abraham. Therefore
they are blessed in the word of promise for Abraham. In
other word, when they not follow the lust of the world, in
other word, not worship idols, but walk in the word of God,
they shall b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o walking in
the word of God is to believe on the word, and endure and
wait.
God promised Abraham to be the heir of the world. In
other word, he shall occupy the world. This promise given
unto Abraham and his seed was not through the law, but
through the righteous of faith. The scripture says,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counted unto him for
righteousness (Gen. 15:6, Rom. 4:3). Therefore, in this
generation, it is the only way for man to receive the
promise for Abraham and Christ, his seed through
believing on Jesus Christ that came in the seed of Abraham.
Then they shall be the heirs of God as well as the jointheirs with Christ in the Millennium of Jesus Christ (Rom.
8:17).
When Abraham received the promise of God for him
to be the heir of the world, and all the nations shall be
blessed in him(Gen. 12:2,3), he didn't know his seed that is
Christ. And when he received this promise, he was more

than eighty years old, Sarah, his wife seventy years old. In
spite of it, he believed God, who quickens the dead, and
calls those things which be not as though they were. In the
hopeless situation not having any son nor hope to have
sons, he believed that he shall be the father of many
nations, and his seed shall be as many as the stars in
heaven (Gen. 15:5). What he believed was not himself, but
God who quickens the dead. Jesus Christ, who came as the
seed of Abraham spoke of faith unto his disciples, "have
faith in God."(Mark 11:22). In other word, he asked them
to have faith that God can do, not trusting their thoughts of
the flesh.
Even though tens of years passed by after he received
the promise of God, not being weak in faith, he considered
not his own body now dead, when he was about an
hundred years old, neither yet the deadness of Sara's womb.
He staggered not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was strong in faith, giving glory to God. And being
fully persuaded that, what he had promised, he was able to
perform. And therefore it was imputed to him for
righteousness (Rom. 4:19-22).
God sent Jesus Christ as the seed of Abraham to give
the blessing of Abraham unto the Gentiles. Therefore,
whosoever receives him as the Lord and Savior shall be
the children of God (John 1:12) as well as the children of
Abraham; and the promise of the Spirit is given unto them
as the guarantee (Gal. 3:14).
Therefore, the Christians that are the children of God
as well as the joint-heirs through the Holy Ghost have to
believe the word of promise even in the hopeless situation.
When they not staggers not at the promise of God through
unbelief; but strong in faith with patience, they shall glory
God. When is the day of Glory? It is the day of Christ
when Christ appears in the air (1Thes. 4;16-18, 1Cor.
15:51-54). It shall be followed by the Millennium of Jesus
Christ that is the inheritance of the world as well as the
New Jerusalem when we dwell with Jesus Christ forever in
the eternity.
The Holy Ghost gave a warning unto the Christians
that received the promise as the children of God. It is to
seek those things above, not those in the earth (Col. 3:2).
What is the things in the earth? Those are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1John 2:1517). In other word, it is not to follow money. To follow
money is to love money. To love money is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Col. 3:5). AS the judgment of God was
put upon the children of Abraham whenever they
committed idolatry, the same judgment of God shall be put
on the children of God. When believing the word of
promise of God thoroughly not following the idols at all,
we walk God in the Holy Ghost as Enoch, we shall appear
gloriously with Christ in near future. And in the day of
Christ, we shall glorify God of Ebenezer praising him
saying, "Hitherto hath the LORD helped us."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