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4-2016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11;1-7 

본문: 마태복음 24:1-14 

제목: 조만간 온 세상에 임할  고난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 세우신 시간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옛날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시간이 지나면 마귀가 통치하는 현 세상이 

끝이 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칠십 주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한 이에게 

기름 부으려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야 통치자까지 칠 주와 육십이 

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러운  때들이라."(단 9:24-25) 

 

               성전 건물을 보여드리려고 나아오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들이 앞에 일어날 

일을 보지 못하고 현재의 아름다움에 눈이 

멀어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돌 하나 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마 24:2) 

               주님의 말씀에 놀란 나머지 정신이 

부쩍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숨을 죽이며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언제 

성전이 무너져 내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될 것인지, 두 번째로, 

주께서 오실 표적, 즉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난 표적과 세 

번째로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끝나게 될 때 

나타나게 될 표적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그들의 메시야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을 압제하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메시야 왕국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시오니즘을 통하여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이방나라들, 바빌론, 앗시리아, 페르시아, 

그리스와 로마의 통치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보다 먼저 "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 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4-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후에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가 

그들을 압제 하에서 구해줄 것을 바라고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뉴 월드 오더(New World 

Order)를 추구하는 세상 세력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시오니즘을 이루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지하던 UN 을 

비롯한 세상 세력마저도 그들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어 그들은 사면초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대 환란 때 나타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야로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요 5:43)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또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것이라.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기 때문이라."(마 

24:6)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하여 

세계 각국들이 모여서 세운 국제연합인 UN 이 

생긴 이후로 오히려 세계 평화가 아닌 끊임없는 

전쟁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한국전쟁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아프카니스탄 등등 내전과 전쟁이 없는 날이 단 

하루도 없을 정도가 된 것을 우리는 매일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는 말씀은 이 세상이 끝나는 때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구의 

종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은 마귀가 통치하는 현 악한 세상이 

끝나는 날을 말씀하신 것이며, 세상 끝은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에게는 비극의 날이 될 



것이지만 유대인의 남은 자들과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 그 

날들이 영원하게 되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끝은 아니지만 그 끝이 다 

되어가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시간 계획을 보시면서 

주님깨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마 24:7-8) 

              우리 모두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하여 너무도 절실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도 우리는 

매스컴을 통하여 매일 듣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인터넷이나 위성방송을 

통해서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장을 눈으로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일년 동안에 진도 7 도 이상의 지진이 14 회나 

일어났으며 지금 현재도 일본이나 에콰도르에서 

일어난 지진이 불과 몇 일 사이에 일어났으며 

멕시코에서는 그 뒤를 바로 이어 화산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 고리가 다음에 어디로 

향할지 아무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일년에 

14 회 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이상으로 대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 끝이 아니며 

이 모든 일들은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그들에게는 

한 이레, 즉 칠 년 동안 대 환란에 들어가서 

그들이 영접하는 적 그리스도를 통하여 엄청난 

박해를 받은 후에 마침내 그들이 죽인 예수님이 

참 메시야이신 것을 깨달을 때까지 연단하는 

고통의 때인 것입니다. 이 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 30:7)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언젠가는 

그들이 고통의 시간 속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하신 말씀들이며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고통의 때와 상관없이 그 때가 오기 전에 

공중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살전 4;16-18).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노의 날로부터 구원받게 

될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롬 5:9)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고통의 날들에 들어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 3:10-11) 

 

              마침내 주님께서는 언제 세상 끝이 올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대 환란이 오게 될 때에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끝이 나고 

왕국 복음, 즉 이제 만 왕의 왕, 만 주의 주가 

오시니 모든 민족들은 회개하고 그분을 

믿으라는 최후 통첩으로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새우실 때에 이 

세상을 통치하던 마귀가 제거됨으로써 이 

세상의 육천 년 역사가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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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The words of the prophecy coming 

soon when the whole world suffering 

 

               Timetable God has appointed to 

fulfill his plan for the heavens and the earth 

has been established for Israel. He prophesied 

through the ancient prophet Daniel, over time, 

gave the Israelites the end of the present world 

that the devil  reigns  will start to reign of 

Christ: 

 

"Seventy weeks are determined upon thy 

people and upon thy holy city, to finish the 

transgression, and to make an end of sins, 

and to make reconciliation for iniquity, and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and to 

seal up the vision and prophecy, and to 

anoint the most Holy. Know therefore and 

understand, that from the going forth of the 

commandment to restore and to build 

Jerusalem unto the Messiah the Prince shall 

be seven weeks, and three score and two 

weeks; the street shall be built again, and 

the wall, even in troublous times." (Daniel 9: 

24-25). 

 

               When his disciples  come unto Jesus 

to show  the building of the temple,  toward 

the disciples he said them blinded to not see 

the beauty of this one before they happen: 

"And Jesus said unto them. See ye not all 

these things? Verily I say unto you, they shall 

not  be left one stone." upon another , that 

shall not be thrown down." (Matthew 24: 2) 

 

               The rest of the keen spirit of the 

words of the Lord's disciples were surprised 

there was no choice but for the Lord kills the 

water to breathe. They are first, whether time 

be devastating enough not to leave none of 

stone on stone down the temple collapsed, and 

the second, the Lord comes targets, that is, the 

Lord Jesus Christ devil ruled as a target and a 

third appeared before you return to the ground 

which asked about the signs that will appear 

when the end of the world. 

 

             The only hope the Jews and the 

disciples were waiting for was to judge all the 

nations that are oppressing them that their 

Messiah came into the world and raise the 

Messiah's kingdom. They are still waiting for 

that Zionism through the day. Did the nation 

of Israel will leave the Gentile nations, 

Babylon, Assyria, Persia, Greece and Rome 

dominion over thousands of years. What 

precedes the Lord, " Take heed that no man 

deceive you. For many sha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Christ; and shall 

deceive many. "(Matthew 24: 4-5) and spoke. 

 

           After they killed Jesus Christ, the true 

Christ, they came hoping to save  you a 

different Christ, they are still under the 

oppression that is still trying to place their 

trust in the world, while they Zionism forces 

to pursue a new world order (New World 

Order). However, even the world, including 

the UN forces who rely on them they have 

been turned him away from the slopes leading 

to second. The Lord told me they would 

finally be accepted into the Great Tribulation 

when the Antichrist appears to be their 

Messiah: 

"I am come in my Father's name, and ye 

receive me not: if another shall come in his 

own name , him ye will receive." (John 5:43) 
            Secondly,  Lord. said, "For many shall 

come in my name, saying I am Christ: and 

shall deceive many." (Matthew 24: 6)  It is an 

order of peace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Nations around the world have built together 

UN rather than the whole world looks to the 

incessant war, not peace no stranger to 

suffering from fatigue degree. Starting with 

Korea that there is no war, Vietnam War, the 

Gulf War, the war in Afghanistan as well as 

many civil wars even beyond the day so one 

day we will hear that everyday reporting. 

                Here the Word of the Lord The end 

is not yet." The word is not a word of the end 

of the earth, but the end of the world.  . Lord 

Jesus said of  this present evil world that the 

devil reign ends, the end of the world will 



have a new beginning for the Church of God, 

but  would be a day of tragedy for the nations  

that do not believe in the Lord. This is a 

blessing for the born again Christians as well 

as the remnant of Israel that will be the day of 

blessing that shall be forever. The end is not 

yet a word that would suggest that this is 

reaching its end. 

              He continued to tell them while 

watching their time planning: 

"For nation shall rises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shall 

be famines, and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divers places"  (Matthew 24: 

7-8) 

 

              We all know will be so desperate 

over what is happening is happening against 

the ethnic peoples of the Koran peninsula.  We  

hear every day looking through the media. In 

addition, the word famine and pestilence,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there will be that 

will also hear and see every scene takes place 

in every corner of the world through the 

Internet or satellite  TV. Was also the last year 

has more than 7 magnitude earthquake 

occurred 14 times in during the current also 

took place between the earthquake in Japan 

and Ecuador only a few days now, is that right 

after this volcano burst, followed by Mexico. 

The fire in the direction where you want to 

ring and then no one would not know. It has 

two 14th earthquake occurred in a year will 

have more than a earthquakes occurred more 

than once a month. 

 

             But the Lord said,  "is not yet the 

end."  He said this as all these things are the 

beginning of pains. Antichrist that the Lord 

went into the Great Tribulation for the year to 

the Jews is spoken of as the beginning of the 

suffering in the future for them a seven years.    

They shall receive the Lord Jesus  receive 

after receiving tremendous persecution 

through finally it's time for a podium until 

they realize that the Jesus they killed, who is 

indeed the Messiah suffering. God foretold by 

the prophets about the days in trouble for 

Israel. Prophet Jeremiah thus prophesied : 

"Alas! For the day is great, so that none is 

like it; it is even the time of Jacob's trouble: 

but he shall save be saved out of it."!   
(Jeremiah 30: 7) 

 

             The words of the Lord Jesus were 

spoken unto the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hurch of God in Christ Jesus blood on 

the ground. However, Jews and Gentiles, or 

anyone who believes in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without discrimination shall be 

born again Christians of the Holy Spirit  shall 

be translated to heaven when  Christ Jesus 

appears in the air before that time come. (1 

Thessalonians 4; 16 18). The Apostle Paul 

testified about what the children of God will 

receive salvation from day of wrath: 

"Much more than, being now justified by 

his blood, who shall be saved  from wrath 

through him."  (Romans 5:09) 

 

             He said that letting the resurrected 

Lord appeared to the apostle John was 

speaking unto the born again children of God 

in the midst spoken to the Philadelphia Church 

angel  not to go in the days of suffering: 

"Because thou hast kept the word of my 

patience, I also will keep thee from the hour 

of temptation, which shall come upon all 

the world, ti try them that dwell upon the 

earth. Behold, I come quickly: hold that 

fast which thou hast, that no man take thy 

crown"(Revelation 3: 10-11) 
 

              Finally, when the Lord spoke about 

when the end of the world to come. Only 

when now become a church age, the Great 

Tribulation coming up, then the gospel of the 

grace of Jesus Christ shall come to an end. 

Thereafter, the gospel of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the Great Tribulation unto all 

nations of people asking them to receive the 

Lord Jesus Christ coming as the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Then the Lord Jesus 

Christ will come back to the world to judge 

the nation that not believed on him to end of 

the world's 6000 years of human history 

casting out to establish his kingdom in the 

earth.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