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2015 신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38:1-8 

본문: 시편 147:1-20 

제목:  이 교회에게 주신 새 일을 선포하고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성령께서는 우선 먼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그분께서는 예루살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들의 수를 헤아리시며 그들 모두를 그들의 이름으로 

부르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위대하시고 큰 능력을 지니셨으며 그의 명철은 

영원하시며 온유한 자를 높이시며 악한 자는 땅 바닥에 

던져버리시는 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주께 노래하며 하프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름들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는 비를 

예비하시고 산들 위에 풀을 자라게 하시며, 그분은 짐승들과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도 먹이를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에 그들의 문빗장을 

견고히 하실 것이며 그들에게 화평을 주시며 가장 좋은 곡식으로 

그들을 배불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회복된 땅에 그분의 계명을 보내셔서 그분의 진리의 말씀이 온 땅에 

퍼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대 환란 가운데 있을 때 비 대신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실 것이며 그 추위 앞에 어느누구도 설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얼음과 

서리가 녹아 내려 물이 되어 흐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의 말씀과 규례와 그의 명령들을 어떤 민족에게도 

보이지 아니히시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보이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대로 믿음으로 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갈 3:7)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갈 

3:9) 증거했습니다. 육적인 아브라함 자손들은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으며 또 다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얼음처럼 굳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녹이시는 

것처럼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배교하고 있지만 

오늘이라 일컫는 때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치유하게 되어 굳은 마음들이 물처럼 녹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새 일을 선포하시고(사 42:9), 또한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행하실 새 일에 대하여,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나리라. 너희가 그 일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정녕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들을 내리라."(사 43:1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일을 행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믿지 않음으로 그 새일을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이 믿지 않고 선포하지 않은 새 일은 처음부터 있던 것도 

아니며 창조될 것이며 그것들은 들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였는 

바 그들의 귀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사 

48:6-8).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후 5:7)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라함은 각자가 아니라 모든 지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사역을 한 가지로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 지체라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면 그 지체를 통하여 사탄의 역사가 틈타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많은 어려움과 시간적 낭비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은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일들이 무엇인지 깨닫고 

모두가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자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부으심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들을 선포해야 하며 모든 

지쳬들은 받은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를 섬기며 성령의 가름부으심 안에서 한 마음과 한 영이 되어 

마치 한 사람처럼 믿음으로 행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성도 한 분 한 분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또한 기도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지 또한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21 년 간 이 교회에 말씀들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들을 온 땅에 있는 한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족속들에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새 일을 선포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깊은 기도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가 양털 같은 눈을 내리시고 

하얀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얼음을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니 그의 

추위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그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 물이 되어 

흐르는도다."(시 147:16-18)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배교하여 극에 달한 때에 달한 것을 봅니다. 영적으로 

마치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길밖에는 어떤 다른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올해 새해에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온 땅으로 확산하여 구원받지 못한 혼들과 

얼어붙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녹여서 그들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데 모두가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함께 행할 때에 이 

일을 방해하는 사탄이 들어오는 문들을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4-2015 New Year's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38:1-8 

Main scripture: Psalms 147:1-20 

Subject: Are you ready to declare the new thing given unto 

this church, and to do it? 

       The Holy Ghost is speaking of the reason why the People 

of Israel and his children have to praise the Lord God. 

Because the LORD does build up Jerusalem; he gathers 

together the outcasts of Israel; and he heals the broken in 

heart, and binds up their wounds.  And he tells the number of 

the stars; and he calls them all by their names. 

 

     The Holy Ghost testifies, great is our Lord, and of great 

power: and his understanding is infinite. The LORD lifts up 

the meek; and he casts the wicked down to the ground. He 

asks us to sing unto the LORD with thanksgiving; and sing 

praise upon the harp unto our God.  

 

     And he covers the heaven with clouds, who prepares rain 

for the earth, who makes grass to grow upon the mountains. 

He gives even to the beast his food, and to the young ravens 

which cry. 

      He delights not in the strength of the horse: he takes not 

pleasures in the legs of a man; but he takes pleasure in them 

that fear him, in those that hope in his mercy.  

 

       He also promise to strengthen the bars of their gates; and 

to bless their children within them in the day of repentance in 

the Great Tribulation unto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then, 

he will make peace in their borders, and fills them with the 

finest of the wheat. And he will send forth his commandment 

upon earth; and his word runs very swiftly in the days of the 

Millennium of Christ. 

       But when they are in the midst of the Great Tribulation, 

he will give snow like wool: and he scatters the hoarfrost like 

ashes; and he will cast forth his ice like morsels. No one can 

shall be able to stand before his cold. 

 

      But when they repent their sins to come forward before 

their God, he will send out his word, and melts them; and he 

will cause his wind to blow, and the waters flow. He will show 

his word unto Jacob that is the people of Israel, and also his 

statutes and his judgments unto Israel. He will not deal with 

any nation giving his word and statutes and judgments except 

Israel. 

       The LORD God of Israel is now the Father God of the 

born again children of God. As Apostle Paul testified, they 

which are of faith, the same are the children of Abraham (Gal. 

3:7); and they are blessed with faithful Abraham (Gal. 3:9). 

The physical children of Abraham that is the people of Israel 

are n blessed to occupy the earth; and the other children of 

Abraham that is the church of God have inheritance of 

dwelling in heavenly kingdom forever. 

 

       As the LORD God shall melt the hearts of Israel that are 

frozen an ice sending his word, he will send his word unto the 

churches that fall away from his word to heal them so that 

their hardened heats may be melted as waters to be filled 

with his Spirit again, when they repent their sins returning 

from their hardened hearts. 

 

       To fulfill the message in the main passage given unto us, 

the LORD God had declared the new thing before several 

hundreds years through prophet Isaiah(Isa. 42:9), and he has 

spoken to do the new things. When he spoke to do the new 

thing, he said unto them, Behold, I will do a new thing; now it 

shall bring forth; shall ye not know it? I will even make a way 

in the wilderness, and rivers in the desert."(isa. 43:19) 

 

       But unfortunately, the people of Israel had heard the new 

thing that was spoke with the mouth of the LORD God, but 

they not declared it without faith. The new things were 

created, and not from the beginning; even before the day, 

when they hears them not. The LORD God rebuked them 

saying, you hear not; yea , you know not; yea, from that time 

that their ear were not opened (Isa. 48:6-8). 

 

       Apostle Paul testified unto the saints of Corinthians 

saying, "For we work by faith, not by sight."(2Cor. 5:7) Yea! 

the church of God is a kind of group with common interests 

in one body in Christ Jesus the Lord. This group with 

common interests is defined to be all the members to be 

united in one in the Holy Spirit, not individually independent 

anymore. This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pray in oneness 

in the Holy Spirit so that we may understand the ministry 

given unto our church, and declare it, and do it together. 

 

       Therefore, even one member fails to be united in the Holy 

Spirit, the way of the Satan shall be opened to attack the 

church through him or her; this will be resulted in difficulties 

as well as waste of time to do the will of God. Therefore all 

the members in the church should understand the new things 

to do through the words declared from the pulpit, and 

declare in the midst of prayer, and do it by faith. 

 

      The pastor of the church has to declare the word of God 

through the anointment from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the master of the pastors; and all other members have to 

utilize their gifts of the Spirit to minister one to another to be 

united  with one spirit and one thought, and walk by faith. 

 

       Welcoming a new year, it is the very important moment 

for us looking upon oneself to know whether we know the will 

of God for this church, and declare it in prayer, and meditate  

whether we are praying to be used by the Holy Spirit for the 

ministry. 

       For last 21 years, God has given his words so that we may 

preach them not only Koreans, but also other nations of 

people. Now God is pleased to declare another new thing so 

that we may do it by faith. This is the right time for us to 

understand the will of God through this church through 

intensive prayer, if you not understand it yet. 

 

       We have to pay attention the verses in the main passage 

saying, "He giveth snow like wool; he scattereth the hoarfrost 

like ashes. He casteth forth his ice like morsels; who can stand 

before his cold? He sendeth out his word, and melteth them; 

he causeth his wind to blow, and the warters flow."(Ps. 

147:16-18) 

       Yea! now we see with our yes the churches that have been 

falling away from the words of God extremely worse in the 

end time. We should able to see them frozen hard spiritually. 

The only way to melt their hearts is to declare the words of 

life. We shall be blessed to be used by the Holy Spirit for the 

new thing for this church, if we scatter the words of God 

given unto this church to the earth to melt the souls not saved 

yet as well as the hearts of the children of God so that the 

waters of life may flow within them. We can block the door of 

the Satan firmly, when we are united with one thoughts in the 

Holy Spirit.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