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30-2014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97:1-12 

본문: 요한일서 4:1-6 

제목: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주 예수께서 올리브 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나아와서...주께서 오실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달라는 질문에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4,5 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대 환란이 지나고 

세상 끝이 오게 될 때에 일어날 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의 택한 

백성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한 미혹하는 자들 중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받은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마 24:24)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이 다가올수록 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감추고 적그리스도가 계속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라고 세상을 속일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가 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들었던 대로 그때 당시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간 자들로서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며 성령으로 기름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요일 2:18-20).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없으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요일 

2:22,23)고 증거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고 경고하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2,3)고 증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의 거듭난 교회가 하늘로 들려간 

후에 이 세상에 즉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아벨을 죽인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에 대하여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관하여 이제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영으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휴거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속이지)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이르지 않고, 또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서는  그 날이 오지 아니함이라.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살후 

2:1-4)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들과 

적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을 분별하는 일에 

대하여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요일 4:5,6)  

 

      미혹이라는 말은 속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왜곡해서 

거짓 것을 진리로 믿도록 속인다는 뜻입니다. 참그리스도이신 주 

예수께서는 자신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 찾아와서 이브를 미혹했던(속였던) 뱁인 마귀는 여전히 

자신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을 

따라가도록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그의 수중에 들어가 

있기에 옛날 에덴동산 같은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배교하게 한 것입니다. 

 

       첫 사람을 미혹하여(속여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여 아담의 통치권을 

빼았은 마귀는 지난 육천 년 동안 세상을 미혹하여 그가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려고 그의 종들을 사용하여 이 세상에 자신이 평화로 통치할 

것이라고 미혹해 온 것입니다. 마침내 사천 년이 지나고 참그리스도이신 주 

예수께서 왕으로 나타나셨지만 마귀는 그의 종들인 유대의 종교지도자들을 

사용하여 그분을 무참히 박해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상하게 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 사십일 동안 이 땅에 머루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왕국), 즉 자신이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실 그 왕국에 대하여 가르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수백명의 무리들을 

향하여 휜옷 입은 두 천사가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인류 역사 육천년 동안 이 땅의 통치권을 행사해 온 마귀는 지난 육천 

년 동안 자신의 영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할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해 온 것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신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자신이 쫒겨나서 유랑자가 

되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 "셋"을 태어나게 하셔서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그리하여 아벨처럼 

죽임당하셨던 그리스도께서는 마침내 부활하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진리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주셨으며 가인처럼 헛된 꿈을 

꾸는 적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앞으로 그분께서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새 하늘들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말씀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자신의 독생자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계획하신 뜻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기쁘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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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영(진리의 영)이며 또 다른 하나는 적그리스도의 영(미혹의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마귀와 그의 그리스도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제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영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은 이 세상 통치자들과 종교지도자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유엔과 더불어 이 지상에 거짓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계획 아래 

하나로 뭉쳐있는 것입니다. 결국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 안에 

이미 속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라할지라도 WCC 안에 

들어간 교회들은 모두가 이미 적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미혹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New World Order 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마귀의 화신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도 경배하며 말하기를 

'누가 그 짐승과 같으며 누가 감히 그와 더불어 싸울 수 있으리요?'라고 

하더라.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또 

마흔두 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더라.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의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계 13:4-9)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서 역사하던 모든 적그리스도의 영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광경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적그리스도)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계 

13:20)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분이 주(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기름부움 받은 자)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육신으로 오셔서 선지자로서 진리를 전하시다가 

우리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심을 믿어야 하며, 지금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오른 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심을 믿어야 하며, 앞으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왕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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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he spirit of truth, and spirit of error 

 

         When Jesus sat upon the mount Olives, the disciples came unto him 

privately saying, What shall be the sign of thy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world. And Jesus answered, and said, "Take heed that no man  deceive you.  

For many sha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Christ; and shall deceive 

many."(Matt. 24:4,5) 

Jesus warned unto them, his people shall be deceived when the end of the 

world come at the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And Jesus also said, there 

shall arise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and shall show great signs and 

wonders; insomuch that, if it were possible, they shall deceive the very elect 

(Matt. 24:24). 

 

       Jesus warned unto his disciples of the deception hiding the coming of the 

true Christ that is the Lord Jesus Christ, but instead, of the coming of the 

antichrist to reign in the world.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many antichrists 

that were already there as they had heard that it should come. He also 

testified of them saying, they went out from us, but they were not of us. The 

bothers and sisters with Apostle John had an anointment of the Holy One to 

know all things of them (1John 2:18-20).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way to discern the antichrist saying, 

 

"Who is a liar but he that denieth that Jesus is the Christ? He is antichrist, 

that denieth the Father and the Son. 

Whosoever denieth the Son, the same hath not the Father: (but) he that 

acknowledgeth the Son hath the Father also."(1John 2:22,23) 

 

       In the main passage, Apostle John asked the saints saying, believe not 

every spirit, but try the spirits whether they  are of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are gone out into the world saying, 

 

"Hereby know ye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of God: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whereof ye have heard that it 

should come; and even now already is it in the world."(1John 4:2,3) 

 

        In other word, after the born-again church of God is lifted to heaven in 

the day of Christ, the antichrist shall manifest himself unto the world. And 

the spirit of antichrist was in the spirit of Cain that murdered his brother 

Abel.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coming of the antichrist:  

 

"Now we beseech you, brethren, by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by our gathering together unto him, 

That ye be not soon shaken in mind, or be troubled, neither by spirit, nor by 

word, nor by letter as from us, as that the day of Christ is at hand. Let no 

man deceive you by any means: for that day shall not come, except there 

come a falling away first, and that man of sin be revealed, the son  of 

perdition; 

Who opposeth and exalteth himself above all that is called God, or that is 

worshipped ; so that he as God sitteth in the temple of God, shewing himself 

that he is God."(2Thes. 2:1-4)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way to discern the Christians that received 

the Spirit of Christ, and the false prophets and false teachers that received the 

spirit of antichrist saying,  

 

"They are of the world: therefore speak  they of the world, and the world 

heareth them. We are of God: he that knoweth God heareth us; he that is not 

of God heareth not us. Hereby know we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error"(1John 4:5,6) 

 

    Error means to deceive; in other word, deception means to twist the truth 

to make false the truth. The Lord Jesus that is true Christ testified of himself 

a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The serpent, the devil that came to the 

garden of Eden is still deceiving  people in the world so that men pursue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Since the current 

world has been already in his hands, the devil has been  deceiving the 

churches of God, the body of Christ as the Garden of Eden to lead them 

apostasy falling away from the Lord Jesus Christ. 

 

       The same devil that deceived the first man so that he sinned against God 

to take away his reigning power in the world. Since then, he has been 

deceiving the world using his servants as himself as the eternal prince of 

peace in the earth. Four thousand years had passed by, the true Christ that is 

the Lord Jesus appeared as the king of the Jews. Then, the devil persecuted 

him with stripes and wounded him and crucified him unto death using his 

servants that were the religious leaders of the Jews. Finally, Jesus rose again 

from the dead, and stayed forty days more to teach the kingdom of God 

where he will reign in the earth forever, before he was lifted to heaven. The 

two angels with white linen testified of Jesus towards hundreds of people that 

were looking up to heaven: 

 

"Which also said, Ye men of Galilee, why stand  ye gazing up into heaven? 

this same Jesus, which is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shall so come in like 

manner as ye have seen him go into heaven."(Acts 1:11) 

 

       For six thousand years of human history, the devil has been reigning in 

the world; and gave his spirit unto his many servants so that he may be able 

to reign in the earth forevermore instead of the Lord Jesus Christ. As Cain 

killed his brother Abel to occupy the world, but he became a wanderer being 

cast out of it, God gave a birth to Seth to put him in the geology of Christ, 

Jesus was killed as Abel rose again from the dead, and gave his Spirit that is 

the spirit of truth and Christ unto them that believed on him. And he will 

destroy the antichrist that dreamed a dream in vain as Cain; and he will let 

them dwell forever in the New Heavens and the New Earth and the New 

Jerusalem wherein he reigns.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will of God that he planed for heaven and 

earth in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the Word as well as the Creator and his 

only begotten 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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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two kinds of spirit in the world; one is the Spirit of 

Christ(the spirit of truth) and the other is the spirit of antichrist(the spirit of 

error). The Spirit of Christ believes that the Lord Jesus Christ shall come to 

the world again to establish the kingdom of Christ as thy kingdom come in 

earth as in heaven through casting out the devil from heaven; and he will 

destroy the devil and antichrist and false prophet. But the spirit of antichrist 

is uniting all the rulers of the earth as well as religious leaders through UN to 

bring forth false peace. The spirit that does not believe on the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coming a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belongs to 

the spirit of antichrist. All the churches that are the members of WCC are 

already deceived by the spirit of antichrist. Anyone that not believes the New 

World Order by the Lord Jesus Christ shall worship the antichrist that shall 

be the manifestation of the devil.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things that shall be happening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saying, 

 

"And they worshipped  the dragon which gave power unto the beast: and 

they worshipped the beast, saying, Who is like unto the beast? who is able to 

make war with him? 

And there was given unto him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 and power was given unto him to continue  forty and two 

months. 

And he opened his mouth in blasphemy against God, to blaspheme his name, 

and his tabernacle, and them that dwell in heaven. 

And it was given unto him to make war with the saints, and to overcome 

them: and power was given him over all kindreds, and tongues, and nations. 

And all that dwell upon the earth shall worship him,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f any man have an ear, let him hear."(Rev. 13:4-9) 

 

       When the Lord Jesus Christ shall come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s well as Judge to the earth again, all the spirits of antichrist shall be 

taken away; and the spirit of Christ shall be full in the earth. Apostle John 

testified seeing in the Spirit: 

 

"And the beast was taken,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 that wrought 

miracles before him, with which he deceived them that had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them that worshipped his image. These both were cast alive 

into a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Rev. 19:20) 

 

        Whosoever believes on Jesus should believes him as the Lord (God) as 

well as Christ. To believe on him as Christ is to believe him that he became a 

man as a prophet to preach the truth, and  died for our sins; and as the High 

Priest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God to intercede for us risen to heaven; and 

the second coming king to establish his kingdom in the earth. Amen! 

Hallelujah! 

https://www.bible.com/bible/1/mat.24.kjv
https://www.bible.com/bible/1/2th.2.kjv
https://www.bible.com/bible/1/2th.2.kjv
https://www.bible.com/bible/1/1jn.4.kjv
https://www.bible.com/bible/1/act.1.kjv
https://www.bible.com/bible/1/eph.1.kjv
https://www.bible.com/bible/1/rev.13
https://www.bible.com/bible/1/rev.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