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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묵상: 시편 97:1-11 

본문: 이사야 8:13-15 

제목: 버림받은 돌이었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실 

예수님 

 

        선지자 이사야는 칠백 여 년 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실 때 

그분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분을 누구신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는 돌같이 될 것이며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삼 일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요 2:19)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사십육 년이 걸렸는데 네가 이것을 삼 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요 2:20)라 말하며 주님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마치 돌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처럼, 반석이 앞을 가리고 있어 

거치장스운 것처럼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이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또한 시편 기자도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같은 증거를 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것이로다. 이 날은 주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시 118:22-24) 

시편 기자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할 때에, 그분께서는 

집을 건축할 때에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그분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하신 

분이신데 건축자들이 머릿돌이신 그분을 몰라보고 버린 

바 되실 것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이 아니면 어느누구도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분이신데 건축자가 그 돌을 버리고 집을 지을 수 

없음에도 그분을 버리고 지으려 할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 종교들이 그분을 버리고 

나름대로 구원에 대하여 말한 것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을 것에 대하여 

예언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음이라.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같이 그는 멸시를 

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사 53:1-5)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대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에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자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바로 그분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는 주께서 하신 일이라.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신 말씀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소출을 가져올 

민족에게 주리라. 또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마 21:42-44) 

이 말씀을 들은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에 대하여 말한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기회를 엿보았지만 무리들이 

그분을 선지자로 여기므로 무리를 두려워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돌 위에 

떨어져서 부서진 자들이며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들 위에 그 돌이신 주님께서 떨어지실 때 

가루가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살아있는 반석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세상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있을 

일에 대하여 최초의 왕국인 바빌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왕들의 때(적그리스도 치하에 있는 열 왕들)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왕께서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과, 그 돌이 철(로마)과 놋(그리스)과 은(메데, 

페르시아)과 금(바빌론)을 산산조각 내신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꿈은 분명하고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단 

2:44,45)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돌(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 누구에게든지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한 형상을 보았을 

때에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철과 진흙으로 된 그 

형상의 발을 쳐서 산산이 부수니, 그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함깨 산산이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의 

쭉정이같이 되어 바람에 날려 사라져 간 곳이 

없어졌으며, 그 형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가득 채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 다니엘은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느부갓네살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을 들을 때에 금같이 가장 찬란한 그의 왕국마져도 

그 산 돌에 의하여 산산이 부서질 것을 알면서도 그는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경배하면서 



"네가 이 은밀한 일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니 너희의 

하나님은 신들 중의 신이시요 왕들 중의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라고 고백하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일에 대하여 의심치 

않고 믿는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예언하게 하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돌처럼  만왕의 왕, 만 주의 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왕국들이 그분의 왕국이 되어 그분께서 

천년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대환란 끝에 이 땅에 이루어질 

그분의 왕국에 대하여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하나님 앞 그들의 좌석에 앉은 스물네 장로가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리는 것은 주께서 주의 크신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 민족들이 분노하나 

주의 진노가 임하였고, 죽은 자들의 때가 임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심판받으며, 주께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크고 작은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땅을 훼손한 자들을 멸망시키려 

하심이니이다."(계 11:15-18)라고 그가 본 것을 

증거했습니다. 

 

         산 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그 형상을 친 돌이 이 세상을 가득 채울 

일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이 산 돌이신 

주님과 함께 세상을 가득채울 것인가에 대하여 성령 

안에서 증거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는 정녕 버림을 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귀중한 산 돌이신 그분께 나아와서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벧전 2:4-9)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은 앞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분을 믿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산 돌이신 

주님처럼 변화된 하나님의 교회 지체들이 온 세상을 

가득채우고 주님과 함께 공동상속자들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이 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반드시 깨달아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모퉁이돌과 머릿돌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잇돌이며 동시에 머릿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가운데 모퉁잇돌과 머릿돌이 같은 

구조물은 피라미드가 유일한 것입니다. 피라미드 맨 

위에 놓여있는 삼각형이며 다섯 면으로 된 머릿돌은 맨 

나중에 올려지는 것으로서 모퉁잇돌이면서 머릿돌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잇돌이시며 머릿돌이라고 증거하고 있으며 

주님께서 심판 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 

건축물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모퉁잇돌과 머릿돌이 되겠다고 이 세상 통치자 

마귀의 권세를 받아 지금까지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음모가 미화 1 달러지폐 속에 

들어있습니다. 피라미드 위에 마지막 머릿돌이 

들려있으며 그 머릿돌 안에서 세게를 보는 외눈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는 뉴월드오더(New World 

Order)를 준비하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때에 그가 온 세상의 

머릿돌과 모퉁잇돌이 될 것이라고 온 세상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 

적그리스도와 그를 도와 세상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를 

제일 먼저 불못에 던져버리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장면을 성령 안에서 미리 보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적그리스도)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기적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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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채로 던져지더라. 그리고 

그 남은 자들은 말 위에 앉으신 분의 칼, 즉 그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살해되니 모든 새들이 그들의 살로 배를 

채우더라."(계 19:20,21) 

 

        그렇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 사탄은 인류 역사 

육천 년 동안 자신의 사람들로 이 세상을 영원토록 

통치하려고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의 모퉁잇돌이시며 

머릿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온갖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속이고 온 

세상나라들을 속여왔지만 결국은 피라미드 맨 위에 

머릿돌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나가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결국은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것을 믿는 

자들이며 그분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그리스도를 믿다가 그와 함께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결단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실 뉴월드오더(New World Order)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사탄이 주관하는 일루미나티(Illuminati)를 통한 

뉴월드오더(New World Order)를 믿을 것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7-12-2015 weekly message 

Meditation of the week: Psalms 97:1-11 

Main scripture: Isaiah 8:13-15 

Subject: Jesus, the stone that was refused, but to be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Prophet Isaiah prophesied of Jesus, God to be 

manifested in flesh in the earth seven hundreds years 

later, saying, he shall be a stone of stumbling and s rock 

of offence to the people of Israel, for they shall not 

understand who he is. Jesus said, unto the Jews saying,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John 2:19) The Jews said unto him, "Forty and 

six years was this temple in building, and wilt thou 

rear it up in three days?"(John 2:20) They couldn't 

see the body of Jesus as the temple so that Jesus became 

a stone of stumbling and a rock of offence to them as 

well as a gin and a snare for them as prophesied by 

Isaiah. 

 

       And the psalmist also prophesied of Jesus who shall 

come making the same testimony as Isaiah saying,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fused is become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This is the Lord's doing; it 

is marvellous in our eyes. This is the day which the 

Lord hath made; we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Ps. 118:22-24) 

 Jesus shall be the most important head stone of the 

corner for the builder; but the builder shall refuse him 

not knowing him. In other word, without him, no one 

shall  be saved for eternal life, but he was refused by the 

ignorant builder. As we know, all the religions have 

been trying to seek salvation refusing Jesus Christ.  

 

           Prophet Isaiah also prophesied of how Jesus shall 

be dealt by the people of Israel when he comes to the 

world: 

"Who hath believed our report? and to whom is the 

arm of the Lord revealed? For he shall grow up 

before him as a tender plant, and as a root out of a 

dry ground: he hath no form nor comeliness; and 

when we shall see him, there is no beauty that we 

should desire him. He i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 

and we hid as it were our faces from him; he was 

despised, and we esteemed him not. 

Surely he hath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yet we did esteem him stricken, smitten of 

God, and afflicted. But he was wounded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bruis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isement of our peace was upon him; and with 

his stripes we are healed."(Isa. 53:1-5) 

 
           As prophesied by the prophets, he appeared the 

earth in the name of Jesus; and he testified of himself 

that he is the very one that was prophesied by the 

prophets saying, 

"Did ye never read in the scriptures,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rejected, the same is become the head of 

the corner: this is the Lord's doing, and it is 

marvellous in our eyes?  Therefore say I unto you, 

The kingdom of God shall be taken from you, and 

given to a nation bringing forth the fruits thereof. 

And whosoever shall fall on this stone shall be 

broken: but on whomsoever it shall fall, it will grind 

him to powder."(Matt. 21:42-44) 

Upon hearing from Jesus, the chief priest and Pharisees 

perceived that he spoke of them. And they sought to lay 

hands on him, they feared multitude, because they took 

him for a prophet. They knew that they are the ones that 

fall on the stone to be broken; and to be grinded to 

powder when the rock fall upon them. They shall be 

judged as a stone to be grinded to powder upon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Prophet Daniel testified of the Lord Jesus Christ 

unto the king Nebuchadnezzar of Babylon, the first 

kingdom as a living Rock when he judge the kingdom of 

the world upon coming again: "And in the days of 

these kings shall the God of heaven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 and the kingdom 

shall not be left to other people, but i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 ever. Forasmuch as thou sawest that the 

stone was cut out of the mountain without hands, and 

that it brake in pieces the iron, the brass, the clay, the 

silver, and the gold; the great God hath made known 

to the king what shall come to pass hereafter: and the 

dream is certain, and the interpretation thereof 

sure."(Dan. 2:44,45) The vision that was shown to 

Daniel was the fulfillment of that Jesus said unto the 

Jews saying, "on whomsoever it shall fall, it will grind 

him to powder." 

 

        When king Nebuchadnezzar saw a great image in 

his dream, a stone was cut out of the mountain without 

hands, which smote the image upon his feet that were of 

iron and clay, and brake them to pieces. Then was the 

iron, the clay, the brass, the silver, and the gold, broken 

to pieces together, and became like the chaff of the 

summer threshing floor; and the wind carried them away, 

that no place was found for them: and the stone that 

smote the image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the 

whole earth. 

 

         Daniel was a young man that was one of captivities 

to Babylon. King Nebuchadnezzar, upon hearing the 

interpretation of his dream from Daniel knew of even his 

kingdom as the gold that shall be broken to pieces by a 

living stone. He fell upon his face, and worshipped 

Daniel, and commanded that they should offer an 



oblation and sweet odors unto him. And the king 

answered unto Daniel saying, Of a truth it is, that your 

God is a God of gods, and a Lord of kings, and a 

revealer of secrets, seeing thou could reveal this secret. 

The king Nebuchadnezzar believed without doubt that 

God shall make his will be done in the earth. 

 

          The LORD God prophesied through Daniel of the 

Millennium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making all 

the nations his g, when he come to the world to judge as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kingdom of the Lord Jesus Christ coming at the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And the seventh angel 

sounded; and there were great voices in heaven, 

saying, The kingdoms of this world ar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 ever and ever. And the four and twenty 

elders, which sat before God on their seats, fell upon 

their faces, and worshipped God, Saying, We give 

thee thanks, O Lord God Almighty, which art, and 

wast, and art to come; because thou hast taken to 

thee thy great power, and hast reigned. 

And the nations were angry, and thy wrath is come, 

and the time of the dead, that they should be judged, 

and that thou shouldest give reward unto thy 

servants the prophets, and to the saints, and them 

that fear thy name, small and great; and shouldest 

destroy them which destroy the earth."(Rev. 11:15-

18) 

 
         Apostle Peter testified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is a living stone that shall smite the image, and fill the 

earth . He testified in the Spirit of them that shall fill the 

earth with Jesus Christ: "To whom coming, as unto a 

living stone, disallowed indeed of men, but chosen of 

God, and precious, Ye also, as lively stones, are built 

up a spiritual house, an holy priesthood, to offer up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by Jesus Christ. 

Wherefore also it is contained in the scripture, 

Behold, I lay in Sion a chief corner stone, elect, 

precious: and he that believeth on him shall not be 

confounded. Unto you therefore which believe he is 

precious: but unto them which be disobedient, the 

stone which the builders disallowed, the same is made 

the head of the corner, And a stone of stumbling, and 

a rock of offence, even to them which stumble at the 

word, being disobedient: whereunto also they were 

appointed. But ye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n holy nation, a peculiar people; that ye 

should she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lous light:"(1Pet. 

2:4-9) 

 
          Yeah! Apostle Peter testified that the members 

of the church of God that are born of the Spirit shall be 

changed as the Lord Jesus that is the living stone, and 

they shall fill the whole earth, and reign with Christ as 

the joint-heir in the earth. 

 

             There is a very important truth in the midst of 

the words given today that is of the head stone and the 

corner stone. The scriptures testifies that our Lord Jesus 

Christ is a head stone as well as a corner stone that was 

refused by the builder. There is only one of which head 

stone is at the same time a corner stone; it is Pyramid 

only. The head stone that is laid on the top of Pyramid 

has five dimensions of triangle; and it is supposed to laid 

on the top of Pyramid in the final stage of building. Then 

the head stone shall be the corner stone as well. The 

scriptures testified of our Lord Jesus Christ as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The Pyramid shall be building 

completely when the Lord Jesus Christ come to judge 

the world. But the Antichrist has been deceiving the 

world of himself to be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Such 

a conspiracy is hidden in the one US dollar. As we know, 

the final head stone is above the Pyramid; and one eye 

that see the whole world in within the head stone. This 

one eye is the symbol of the New World Order that is 

deceiving the world saying the new  one world 

government shall make the Antichrist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stone to complete the Pyramid. But when the 

Lord Jesus Christ come, he will cast the Antichrist into 

the lake of fire together with the false prophet that 

seduced the world to help the Antichrist.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scene in the Spirit: "And I saw the beast, and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him that sat on the horse, and against 

his ar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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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remnant were slain with the sword of him that sat 

upon the horse, which sword proceeded out of his mouth: 

and all the fowls were filled with their flesh."(Rev. 

19:20,21) 

 
           Yeah! The Satan that is the prince of the world has 

been deceiving the world beginning from the Jews to all the 

nations for six thousand years to reign in the world forever. 

Satan has been using his servants to eliminate the Lord Jesus 

Christ that is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stone for him to 

occupy the whole world; Satan also is to be in flesh as Jesus 

Christ. Bu he shall fail to be the head stone of the corner stone 

after all to be cut out from the Pyramid to be cast into the lake 

of fire. Therefore, the believer of the Lord Jesus Christ is the 

one that believe His kingdom come to the earth. Whosoever 

not believe in the Lord Jesus Christ shall be ended up with 

believing in the other Christ, and to be judged eternally with 

him. Today is the day when we make our resolution whether 

we believe in the New World Order that shall be done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or the other one world order through 

Illuminati sponsored by Satan. There is no other choice either  

one of them. Amen!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