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7-2014 주간 메세지 

금주의 묵상: 시편 45:1-17 

본문: 이사야 9:1-7 

제목: 만군의 주의 열성이 행하실 일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엡 1:4,5).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실 것을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때가 차게 될 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고 계획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엡 1:10).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을이루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조건 없는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이삭과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셔서 그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독특한 백성으로 택하셔서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말씀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들이 시온 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를 행하리라."(왕하 19:30,31, 사 37:32) 

 

       다윗왕은 앞으로 나타날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할 때에, "내가 내 

형제들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들에게는 외국인이 되었나이다.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으며 주를 비방하는 자들이 비방이 내게 

떨어졌나이다."(시 69:8,9)라고 말함으로써 앞으로 나타나실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실 것을 미리 말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세우실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 대하여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 자세하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겔 40-46 장).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본문에서 앞으로 이 땅에 

나타나실 그리스도, 즉 그들의 메시야이신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실 것을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지키겠다고 서약하였으나 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한 대가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앗시리아와 

바벨론과 이집트등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 가혹한 고통을 받으며 흑암 속에서 

행하고 있을 때에 마침내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증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늘리셨으나 

그들에게 즐거움은 늘리지 않으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 

환란 끝에 나타나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이 회개할 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괴롭히던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마치 미디안의 군대를 꺽으셨던 

때처럼 멸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슥 12:9-14; 13:1) 

 

       하나님께서는 대환란 끝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방군대를 심판하시는 장면에 대하여도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런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사 9:5)고 그 처절한 광경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이사야는 앞으로 나타나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에 대하여 

증거했으며 만군의 주의 열성이 반드시 이것을 실행하실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의 

화평의 증가함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 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행하시리라."(사 9:6,7)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도 요한이 증거한대로,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시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분으로서 마침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의 열성으로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앞으로 될 일들을 보여주실 때에 대 환란 중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날 것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그녀(이스라엘)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그여인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계 12:5)고 증거함으로써 이천 

년 전에 한 쳐녀(마리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사 7:14)고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남자의 씨가 아닌 

여인의 씨로 나타나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 뱀(마귀)의 머리를 

부수시고 (창 3:15)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 모두를 양과 소와 함께 성전에서 

몰아내고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상들을 뒤엎으시며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2:13-17). 이때 제자들은 다윗왕이 시편 69 편에서 "주의 

전을 위한 열성이 나를 삼켰나이다."라고 기록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먼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빼앗겨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이 지구를 다시 찾아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그의 거룩한 백성들이 통치하는 새 

땅으로 만드실 것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조건 없눈 

언약(covenant)을 주시고 옛 에덴 동산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씨인 그리스도께 주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창 

15:18-21, 갈 3:16)).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 환란 끝 

무렵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욥처럼 자신들의 의가 더러운 

걸레같음을 비로소 깨닫고(사 64:6) 회개하여 그들의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이 땅의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거의 사쳔 년 동안 열성으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시 121:4)고 증거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입양하시기로 계획하신대로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또한 그리소도를 

마음에 믿어 그분을 전심으로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자녀들리 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을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살 자들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휴거의 

날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될 자들이며 대 환란 끝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심판을 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영광을 받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목자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찬양의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 안에서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에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시 23:5,6)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그의 보좌가 영원하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는 천년왕국의 때에 

영원히 기름부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 에스겔이 에언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나 주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가운데 통치자가 

되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노라."(겔 34:23,24)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대 환란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양의 피로 옷을 씻어 희게 되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또한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 때에 생명록에 기록된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살아서 끝없는 새 하늘로 뻗어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열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가족들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같은 율법 이전의 이방인 

성도들의 무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같은 율법 이전의 히브리인들, 

모세부터 침례인 요한까지 율법 아래의 유대인 성도들의 무리, 교회 시대에 

불러낸 성도들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사도행전 2 장부터 휴거 까지), 대 

환란 때 구원받아 휴거되는  유대인들(계 14:1-6), 대환란에서 나오는  

이방인들(계 7 장) 그리고 천년왕국 성도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열성으로 아루실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늘과 땅과 세 예루살렘에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원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열성으로 이루실 일에 대하여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같이 예비되었더라."(계 21:1,2)고 증거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4-27-2014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45:1-17 

Main scripture: Isaiah 9:1-7 

Subject: The things to be done by the zeal of God 
      Apostle Paul testified, according as hath chosen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ame before 
him in love (Eph. 1:4,5) In other word, God hath planned to have his only 
begotten Son to be born in flesh in the world. And when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imes, he had planed  to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 even in him 
(Eph. 1:10) 
 
       To fulfill the plan of God, he called Abraham, and gave him the 

covenant without condition, and had transferred the covenant unto Isaac 
and Jacob. At last, God gave Jacob a new name as Israel, and he had 
chosen his twelve sons as his people. God had chosen Israel as a peculiar 
people; and God had spoken of the things though his people by the 
prophets. 
 
       God had spoke of the remnant of Israel that shall enter the Millennium 
of Christ though prophet Isaiah: "And the remnant that is escaped of the 

house of Judah shall yet again take root downward, and bear fruit 

upward. For out of Jerusalem shall go forth a remnant, and they that 

escape out of mount Zion: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shall do 

this."(2King 19:30,31, Isa. 37:32) 

 
      King David prophesied of Christ to come: "I am become a stranger 

unto my brethren, and an alien unto my mother's children. 
9For the zeal of thine house hath eaten me up; and the reproaches of 

them that reproached thee are fallen upon me."(Ps. 69:8,9) 
He prophesied, Christ will rebuild the temple of God in the Millennium; 
and prophet Ezekiel prophesied in details of the temple of God to be built 
on the earth (Ez. 40-46). 
 
        Finally, God foretold through prophet Isaiah in the main passage, only 
the Messiah of Israel,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shall be only hope for 
Israel. People of Israel swore to obey the law of God before Moses and 
God, but failed; they had to suffer through Assyria, Babylon ,l Egypt and so 

on which were used by God as rods of God. When they were in the midst 
of suffering in the darkness, they shall see Christ to come as the light of the 
world, prophesied by prophet Isaiah. 
 
       God had multiplied the nation of Israel in number, but not increased 
their joy. When they repent, God will forgive their sins; and he will break 
the yoke of his burden destroying the army of Antichrist as in the day of 
Midian (Zech 12:9-14; 13:1). In the Armageddon to come at the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God will judge the Gentiles armies miserably as 
prophesied by prophet Isaiah: "For every battle of the warrior is with 

confused noise, and garments rolled in blood; but this shall be with 

burning and fuel of fire."(Isa. 9:5) 
 
       Prophet Isaiah testifie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be bon as a Jew that 
shall come as the Lord Jesus Christ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He also testified, the zeal of the LORD of host will perform this: 

"For unto us a child is born, un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lor, The 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shall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upon his kingdom, to 

order it, and to establish it with judgment and with justice from 

henceforth even for ever.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perform 

this."(Isa. 9:6,7) 

 
       Yea! as Apostle John testified, Christ is the Word in the beginning, and 
God with God, and the creator of all things, and in him life was; prophet 
prophesied, he will fulfill to establish the eternal kingdom of Christ with 
zeal of God as promised unto king David. And Jesus Christ, after 
resurrection, appeared to show the things to happen; he saw a man child to 
be born in the Great Tribulation: "And she brought forth a man child, 

who was to rule all nations with a rod of iron: and her child was caught 

up unto God, and to his throne."(Rev. 12:5) 
He testified, the seed of woman, not of man shall be conceived by a virgin 
(Mary) to give birth a son to be named as Immanuel as prophesied by 

prophet Isaiah; and shall bruise the head of the serpent(the Devil) (Gen. 
3:15)to establish the kingdom of Christ in the earth. 
 
       Finally, God appeare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nd he found in the 
temple those that sold oxen and sheep and doves, and the changers of 

money sitting; and he made scourge of small cords, he drove them all out 
of the temple, and the sheep, and the oxen; and poured out the changers 
money, and overthrew the tables; and said unto them: "Take these things 

hence; make not my Father's house an house of merchandise."(John 
2:16)  Upon seeing him doing, his disciples remembered the scripture, 
Psalms 69 as written by king David, "The zeal of thine house hath eaten 

me up." 
       Yea! God had planned to take over the earth again that was robbed by 

the Devil because of sin of man to make it holy land again, and rebuild the 
temple of God demolished at the end of the rule of the Devil. Because of 
this, God made a covenant without condition unto Abraham 430 years 
before he gave the law to give him the land of Palestine that used to Eden 
through the seed of Abraham that is Christ (Gen. 15:18-21, Gal. 3:16). The 
people of Israel, not keeping the law of God, shall repent at the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upon appearing of Christ unto them; and they shall 
understand, their righteous are as filth rags as Job repent (Isa. 64:6); and 

they shall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as their redeemer to be the 
people of priest in the world. God had planned all these things, and he is 
still working on those with his zeal for almost four thousand years. The 
psalmist testified of this saying, "Behold, he that keepeth Israel shall 

neither slumber nor sleep."(Ps. 121:4) 
 
       And, as planned by God to adopt the sons of God in Christ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Christ died to take away the sin of the world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buried, and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And whosoever believes him and receive him in 
the heart as the Savior shall be born of the Spirit in Christ to be the children 
of God, as if they are born of God. And he established his church where the 
children of God gather together; but the Christians shall dwell in the New 
Jerusalem in heaven with God forever, not in the earth. They shall be 
changed as Christ in the day of Christ that is the day of Rapture; and they 
shall come back to the earth with Christ,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They shall judge the world with Christ as the joint-heirs with Christ to 

reign with him with glory. 
 
         King David made the prayer of praise unto Christ that was his 
shepherd saying, "Thou preparest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ine enemies: thou anointest my head with oil; my cup runneth over.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 ever."(Ps. 23:5,6) 
Yea! Prophet Ezekiel prophesied of king David to be anointed forever in 

the Millennium of Christ as promised by God of his throne forever: 

 "And I will set up one shepherd over them, and he shall feed them, 

even my servant David; he shall feed them, and he shall be their 

shepherd. And I the Lord will be their God, and my servant David a 

prince among them; I the Lord have spoken it."(EZ. 34:23,24) 
And, God shall make all the Gentiles that shall be saved through washing 
robes with the blood of the Lamb, and keeping the commandments as well 
as all of them whose name are written in the book of life at the judgment 

seat of God to live in the New heaven. 
 
      Finally,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and the New Jerusalem shall 
be filled with the families of God through the zeal of God. They shall 
consist of the saints before the law as Adam and Noah, and the Hebrews 
before the law as Abraham, Isaac and Jacob, and the Jewish saints under 
the law from Moses through John the Baptist, and the member of the 
church of God called as the body of Christ (from Acts 2 through Rapture), 

and the Jews to be saved in the Great Tribulation (Rev. 14:1-6), and the 
Gentiles coming out of the Tribulation (Rev. 7), and the saints in the 
Millennium. What a wonderful families of God through the zeal of God to 
be filled in heaven and the earth as well as the New Jerusalem; God will be 
glorified forever among them.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things that shall be done through the zeal 
of God in the eternity: And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ere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more sea. And I John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Rev. 21:1,2)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