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2014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16:1-11 

본문: 고린도전서 15:20-26 

제목: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축복들 

       사도 바울은 하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 안에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었으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6,17) 

       그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의인은 믿음, 즉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받은 것이지만(엡 

2:8,9)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치르지 못할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했던 구약적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으로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구약적인 

믿음에 대하여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합 2:4)고 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믿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할 

때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 2:8,9)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으며 사람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또한 어떤 행위로 때문에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아 혼이 

구원받고(벧전 1:9) 영이 거듭나서(고전 12:13)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았고 그 안에 선 것이라.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고전 15:1-5)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믿으면 안되는 것에 대하여 빌립 집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합당하니라."(행 8:37)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 외에 마음 속에 어떤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내세워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을 다하여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며 그 축복의 말씀들을 바로 깨달아야 

축복을 받은 자로서 마땅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대부분이 지금까지도 어두움 가운데 헤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받은 구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단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소망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이 누리는 축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영적으로 안에 흘러들어와서 우리 양심 안에 있던 모든 더러운 

죄들을 이미 제거하신 것입니다(요 1:29, 히 9:27; 10:11,12). 

 동시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죄의 몸을 벗어버리게 되었으며(골 2:11)  

혼이 구원받게 되었고(벧전 1:9) 동시에 죽어있던 영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 된 것입니다(요 1:12,13).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장사되신 것처럼  우리 죄의 몸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으며(롬 6:5) 더 이상 영적으로 

죄의 종노룻하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죄에게는 죽은 자이며 주 에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롬 6:11).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듭난 영과 

혼을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상에 함께 앉히신 

것입니다(엡 2:6).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왕국)가 임한 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롬 14:17).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물리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늘 나라에 들어간 것 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왕국)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는 썩을 죄의 몸을 

이미 죽은 것으로 여기면서 단지 우리의 구원받은 영과 혼이 거하는 

집으로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몸의 정욕을 따라가지 

않고 다만 집을 수리하는 마음으로 몸의 훈련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날, 즉 휴거의 날에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입고(고전 15:51-55)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는(골 3:1-4)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앞으로 조만간 이 땅에 있을 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7 년 대환란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증거했습니다: "슬프도다! 그 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 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그러나 그는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렘 30:7)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진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하여 칠십 주(490 년)가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다고 증거했습니다.. 또한 그 칠십 주(490 년)는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야 통치자까지 칠 

주(49 년)와 육십이 주(434 년)가 될 것이며 육십이 주 후에는 메시야(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끊어질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한 주(7 년)에 대하여 "그때에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 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 때에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니,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단 12:1)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 환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롬 1:16,17) 거듭나서 한 성령으로 마시게 

됨으로써(고전 12:13)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는 7 년 대환란과는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대 환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연단하여 그들이 

그들의 메시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마지막  연단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말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대 환란)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살전 5:9)고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에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전 

10:32)고  권고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무지하게 되어 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본의 아니게 거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부분의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기 전 430 년 전에(갈 3:17)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조건 없이 주신 언약(covenant)에 무지하여 유대인들을 

하나남께서 버리신 민족이라고 여김으로써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대환란에 

대하여 무지하여 앞으로 올 대 환란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통과한다고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 내어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거치는 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 환란 때 구원빋아 

천년왕국에 들어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 대하여 무지한 나머지 이 땅에 

천년왕국을 부인하면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같은 마귀적인 교리들을 

만들어내어 거치는 자들로 가득차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는 

환란 전에 하늘로 끌려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몸으로 행한 대로 

면류관을 받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이며, 그후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는 공동상속자들로서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주저 없이 다 전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신이 모든 사람들의 피로부터 깨끗하다고 증거했습니다(행 20:26,27). 

또한 그는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뤈하시느니라."(딤전 2:4)고 증거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4-20-2014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16:1-11 

Main scripture: 1Corinthians 15:20-26 

Subject: Blessings given to the church of God in the body of Christ 

 

       Apostle Paul testified unto the beloved of God, called to be saints in Rome of 

the power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 one that believeth;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For therein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Rom. 1:16,17) 

 

      He testified of the faith  from faith of the righteousness of God saying, the just 

shall be saved to live by faith in the righteousness of God. Our salvation is by grace 

through faith given as free gift(Eph. 2:8,9), but we cannot forget that God the Father 

paid enormous price for us that we cannot afford to pay at all. We have been to the 

faith of the righteousness of God from the faith of old testament. Prophet Habakkuk 

testified of the faith of old testament: "Behold, his soul which is lifted up is not 

upright in him: but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Hab. 2:4) 

 

      Of the faith of new testament, Apostle Paul testified unto the saints of Ephesians 

saying,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Not of works, lest any man should boast."(Eph. 2:8,9) 

He emphasized the salvation through receiving the righteousness of God clearly. In 

other word, any kind of work of man cannot be condition for salvation; at the same 

time, any work of man cannot void the salvation at all. 

 

       Apostle Paul testified of salvation of soul (1Pet. 1:9), and regeneration of the 

spirit through receiving eternal life (1Cor. 12:13) to be children of God. He testified, 

only though faith of the gospel of Christ, the righteousness of God could be 

received saying, "Moreover, brethren, I declare unto you the gospel which I 

preached unto you, which also ye have received, and wherein ye stand;  

By which also ye are saved, if ye keep in memory what I preached unto you, 

unless ye have believed in vain. 

For I delivered un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how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that he was seen of Cephas, then of the twelve."(1Cor. 15:1-5) 

 

         Of the faith of the gospel of Christ in vain, a Philip spoke clearly unto the 

eunuch of Ethiopia, "If thou believest with all thine heart, thou mayest."(Acts 

8:37) He made sure to the eunuch not to trust any kind of work for his own 

righteousness except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scriptures testify of the eternal blessing for them that believe the gospel of 

Christ in all the heart to be saved; and they are supposed to understand the words of 

blessing to live by faith. The people of Israel have failed to understand the words of 

blessing spoken through the prophets of God; and they have been still wandering in 

the darkness. Not only the Jew, even many Christians not have freedom in the 

blessing of salvation, but seduced by the servants of the Satan to live in darkness 

without freedom. 

 

      The scriptures testify of the blessing for the children of God: 

 

       For us that are born of Spirit  through faith in the gospel of Christ, the blood of 

Christ flows in us spiritually, and took away all the sins engraved in our conscience 

(John 1:29, Heb. 9:27;10:11,12). At the same time we are circumcised by Christ, 

and we put off the body of sin spiritually (Col. 2:11) And our soul is saved (1Pet. 

1:9); and at the same time our dead spirit is born of Spirit to be born of God(John 

1:12,13). 

 

       As the body of Christ was buried, our body of sin has been planted together in 

likeness of his death (Rom. 6:5), and blessed not to be the servant of sin anymore. 

Therefore, to have such blessing, we have to recon ourselves to be dead indeed unto 

sin, but alive un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Rom. 6:11). 

 

       Not only this but, at the moment of salvation, our born again spirit as well as 

the soul is made sit together in heavenly place in Christ Jesus (Eph. 2:6). We 

understand that we are in the heavenly place with Christ through the kingdom of 

God in us wherein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Ghost (Rom. 14:17). 

Therefore, even though we live in the earth physically, we can live as if we are in 

the heavenly place spiritually.  This is the reason why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kingdom of God in us as one of not meat and drink. 

 

       We that live in the kingdom of God in the Holy Ghost have to recon out mortal 

and corruptible body as dead one; and recon our body as the house of our soul and 

spirit. We not follow the lust of flesh anymore, and our bodily practice is done to 

maintain our earthly tabernacle to live in godliness. We have set our affection on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on the earth to appear with Christ in glory(Col. 3:1-

4) in the day of Christ (Rapture) when we are clothed with immortal and 

incorruptible body (1Cor. 15:51-55).. 

 

       Everyone that is born of the Spirit through believing the gospel of Christ shall 

never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whether he is Jew or Gentile. Prophet Jeremiah 

testified of the seven year great Tribulation to come as the time of Jacob's trouble: 

"Alas! for that day is great, so that none is like it: it is even the time of Jacob's 

trouble; but he shall be saved out of it."(Jer. 30:7) 

 

          Gabriel appeared unto Daniel, and testified of the time table set for the people 

of Israel; he said, "Seventy weeks (490 years)are determined upon thy people 

and upon thy hol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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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years), and threescore and two 

weeks (434 years): the street shall be built again, and the wall, even in 

troublous times. And after threescore and two weeks shall Messiah be cut 

off.'(Dan. 9:25, 26) 

 

       He prophesied, after sixty two weeks, the Messiah (Jesus) shall be crucified to 

be cut off. Of the last one week (7 years), Gabriel continued to say, And at that 

time shall Michael stand up, the great prince which standeth for the children 

of thy people: and there shall be a time of trouble, such as never was since 

there was a nation even to that same time: and at that time thy people shall be 

delivered, every one that shall be found written in the book."(Dan. 12:1) 

 

       Not to pass through the seven year the Great Tribulation, whether they are Jew 

or Gentiles, they have to believe the gospel of Christ Jesus (Rom. 1:16,17) to be 

born again to be made to drink into one Spirit (1Cor. 12:13), and to be the member 

of the church of God. The born again church of God has nothing to do with the 

Great Tribulation at all, for the Great tribulation is prepared for the people of Israel 

to give them last chance to be the people of the Millennium of Jesus Christ for 

thousand years after they are disciplined to repent for not believing on their Messiah, 

Jesus Christ 

 

       This is the reason why Apostle Paul asked to keep  the gospel of Christ in 

memory not to believe it in vain. Therefore, Apostle Paul comforted the saints of 

Thessalonians church that were waiting for the day of Rapture saying, "For God 

hath not appointed us to wrath ( Great tribulation), but to obtain salvation by 

our Lord Jesus Christ"(1Thes. 5:9) 

 

        Apostle Paul encouraged the saints of Corinthians church saying, 

"Give none offence, neither to the Jews, nor to the Gentiles, nor to the church 

of God:"(1Cor. 10:32) 

Not knowing the will of God for the Jew and the Gentiles and the church of God, it 

is the way to be ignorant of the truth to give them offence. Not discerning words of 

God spoken unto the Jews, and the gentiles and the church of God, it is the way to 

give offence to them without intention. In the last days, almost all churches of God 

are ignorant of the covenant given unto Abraham, Isaac, and Jacob 430 years before 

God gave them the law through Moses, they recon Israel as forsaken by God 

forever, and they have been giving offence the Jews. Not only this, but they are 

ignorant of the salvation for the Jews as well as of the Great Tribulation as well, 

they have been teaching born again Christians to pass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that is the time of Jacob's trouble giving them fear as well as giving the church of 

God offence. And being ignorant of the Jew and the Gentiles that are going to enter 

the Millennium of Christ Jesus, they are denying the Millennium of Christ to be 

established on the earth, they have made devilish doctrines such as post Millennium 

as well as non Millennium to be offenders against the church of God, and the Jew 

and the Gentiles. 

 

       But the church of God that is the congregation of born again Christians shall be 

caught up to heaven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and shall receive the reward of 

crown as much as they have done for Christ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and 

they shall reign with Christ, the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in the earth 

for thousand years, Afterward, they shall dwell in the New Jerusalem with the Lord 

Jesus Christ as the joint-heirs with Christ to reign forever in haven and earth in 

glory forever. Apostle Paul knew all the plan of God in heaven and earth; and he 

declared all the counsel of God without any hesitation testifying of himself to be 

pure from the blood of all men (Acts 20:26,27). 

He testified unto Timothy, encouraging him to declare all the plan of God saying, 

"Who will have all men to be saved, and to come unto the knowledge of the 

truth."(1Tim. 2:4)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