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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 15-17)     
 사진: 조지/ 베니 필립스 

George/Bennie Phil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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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영혼 구원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에 대한 말씀연구가 흥미롭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이지만 그분의 지상에서의 생애와 

활동이 직접  묘사된 사복음서 그리고 그것들을 기록한 

예언의 신의 말씀을 읽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쩌면 세월이 

흐를수록 세상 사람들 ㅡ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느낄때 

더욱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고 명상하는 것에서 많은 

위로를 얻습니다. 2 천년 전 오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깨닫는 것과 지금의 우리에게 그의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때 어느덧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자리잡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명을 포함한 인류 구원의 문제 

그리고 각 사람 구원의 절실함과 심각함이 마음속 깊이 

파고 들곤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 교회 성도들과의 토론과 담론할때를 

차치하고라도 조용히 홀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때 영생의 

길에 좁은 문이 있음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사 61:1) 을 읽으신 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세 해 여섯 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눅 4:24-27) 

  

   엘리야 시대때 흉년에서 도움받은 과부가 사르밧 과부 

한 사람뿐이었으며 엘리사 때에 그많은 문둥병자중에서   

고침 받은 사람은 나아만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배경이 담긴 이 말씀을 읽을 때 

어쩌면 작금의 세상의 일과 교회안의 일들이 과연 마지막 

시대 구원얻을 사람들의 수가 극소수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노아의 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포함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분명 

구원받는 무리가 극소수임을 나타내는 것을 볼때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자세히 보면 촛점은 구원 

받을 사람들의 수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지, 



구원받을 지에 더 무게가 실렸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도움을 받은 이방인들에 관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 나사렛 사람들의 분노를 촉발케 하였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이 아닌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하나님의 은총, 

궁극적으로 구원이 어떠한 사람들에게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그들은 

죄에 집착하고, 여호와의 사자들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경고를 거절하였다.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를 수 있었던 통로를 차단시키고 

말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여러 가정들을 그냥 

지나치고 이방 땅의 선택받은 백성에 속하지 않은 한 

여인의 가정에서 당신의 종을 위한 피난처를 발견하셨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받은 빛을 좇았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신 더욱 큰 빛에 마음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은총을 입었다.  

엘리사의 시대에 이스라엘의 문둥병자가 간과된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방의 귀족 나아만은 

자신이 옳다고 깨달은 것에 충실하였으며 자신이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을 만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그는 자신의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얻었을 뿐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 (소망 238-239) 

 

    결국 주어진 빛 ㅡ 그 빛의 정도가 어떠하든지 빛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은혜받음을 우리가 

글에서 읽습니다.  나아만의 경우 포기하려던 그의 마음 

(왕하 5:11-12)을 종들이 나서서 진정시키고 선지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탄원할때 나아만이 그의 교만심을 

꺽습니다. 결국 그가 믿음으로 요단강에 일곱 번 몸을 

담금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한 개인의 구원은 분명 주어진 

빛에 순종함으로 얻어집니다. 그런데 이 구원 문제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은 빛을 많이 받은 자들의 상태에 관한 

것입니다. 말씀의 빛을 충분히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경험을 할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한 은혜가 주어질수 없는 민족적인 배도의 길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진리를 수보하는 

민족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습니까.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라 하는 우리에게 적용될 내용이 없다고 말할수 

있을지요. 비록 외견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혹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별들ㅡ 땅이 그 기별로 환하여 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그 기별들을 “땅에 감추어” (마 25:25)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지 않은때 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것을 믿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더욱 친 하게 다가오신 

주님과 먼저 깊은 만남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로 만나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그분의 뜻을 

구하기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시기, 방법을 확연히 알수 없으나 끊임없이 성경의 

원칙들을 구하고 주어진 빛을 따르면서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인연합 이념 중에서) 이 시대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간절히 고대하는 우리에게 세상 

영혼 구원의 사역에 특별히 부름받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는 기도를 일찌기 선지자를 통해 강조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며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규형  /  기도인연합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락되게 한다—만일 우리가 

무력한 그대로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한하신 지식을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창조하신 만물을 자기의 뜻과 말씀으로써 통치하시는 

자에게 우리의 소원을 고하면 그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진정한 기도로 말미암아 무한하신 자의 마음과 연락된다. 

비록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구주의 얼굴이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시는 현저한 증거는 볼 수 

없을지라도 그가 그렇게 보시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우리는 그가 우리를 만지시는 것을 감각하지 못할지라도 

그의 손은 사랑과 긍휼로서 우리를 안찰하시는 

것이다.(정로의 계단, 97)  

 

영혼들을 위한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간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심장은 원기를 

북돋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박동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애정은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불타게 되고, 우리의 온 그리스도인 생애는 더욱 

실제적이고, 더욱 열성 있고 더욱 기도하는 생애가 될 

것이다.(실물교훈, 354) 

 

저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확신과 능력을 얻기 

위하여 말할 수 없이 간절한 마음으로 빛을 갈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한 영혼들을 찾아서 인내심과 

끈질긴 노력으로 진리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도움을 얻기 

위하여 열렬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라. 그대들은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라. 마음을 누그러지게 하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부요하신 은혜에 대한 증언이 인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하라. 특별한 질문이 없는 한 그대들은 교리에 관한 문제를 

증거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부드럽고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들과 저들이 구원을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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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나가야 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의를 저들에게 

나타내 보이라.(복음 전도, 442)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피흘리는 그의 옆구리로 가까이 가라. 온유하고 정숙한 

정신으로 그대들의 생애를 단장하라. 그대들 자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구원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한 지혜를 얻고자 열렬하게 통회하면서 

겸손하게 그분께 간구하라. 그대들이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라. 그대들은 지금 노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은가? 젊은 

남녀들이여,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이 그분을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하도록 요구하신다. 그대들의 행동 노선을 완전히 

바꾸라. 그대들은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대들은 목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류의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다.(교회증언 1 권, 513)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기도인연합 2018 년 6 월 정기모임 소식  

  

사회:  정동춘 장로님    

첫기도:  정석주 장로님 (중국 산동) 

 

간증 및 감사의 말씀 / 연합기도: 기도 회원들 

 

주민호 목사님 (북아태 세계선교부장): 북한선교에 대해 

말씀하심.  지금상황이 전도하기에 좀 더 쉬워져 가고 있는 

정세가 아닌가 싶은데 이를 위해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자신들이 먼저 거룩한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위해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한국연합회는 북한에 문이 열리면 선교사의 

심령으로 교회를 개척할 때를 위해 자원한 22 명 

목사님들과 북한선교회를 통해 준비된 평신도들과 

자원들이 있는데 모든 사업에 필요되는 인력과 자원금이 

주님의 은혜로 잘 준비 될수 있도록 기도 부탁했습니다. 

 

현인애 교수님: 탈북인 50~60 명이 모여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으며 현재 평양을 보여 주는 뉴스는 국외에 

선전 보도이며 아직도 내부는 변함이 없다며 서민들은 

압박과 어려움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을 밝혔고 

탈북민들을 위해 그리고 곧 있을 정상회담을 위해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도록 절실한 기도가 요구된다고 

했습니다. 

 

이학봉 목사님: 대표 연합기도 해 주셨습니다. 

 

연합기도 제목 및 감사기도:  

1. 교회와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 준비되도록  

* 교회내 영적 각성을 위한 연합기도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 미국인 기도인연합 형성에 지도자를 위하여 

 

2. 한반도를 위한 기도  

* 북한에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탈북한재림교인들과 탈북한 가족들 그리고 북한 선교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재림교회 기관과 교회 그리고 

재미교포, 6 월에 있을 북미정상회담 

 

3. 10/40 창의 비 기독교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 오아시스 세계 선교/염소선교 운동  

 

4. 지역 교회 기관 단체를 위한 기도  

*  한국평신도 단체 활동을 위하여 

* 모든 연합기도 제목들은 또한 개인기도 하실때 기도 

제목에 포함하여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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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참여자들의 구룹기도가 끝난후 고문경 목사님 

(아틀란타)의 끝 기도로 6 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최석근 장로님 말씀 봉독: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 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시편 24: 7 - 10)  

   

(글: 류복례) 

 

인도와 방글라데시 "염소 선교 운동"[GMM]이 성령님의 

역사로 성공하도록 기도를 요망합니다. 사도 바울같은 

자급 전도자들이 많이 배출되어 헌신하도록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시기를 간구해 주세요"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2018 년 6 월 3 일 연합기도회    

북한선교를 위한 우리의 준비 

 
주민호 / 북아태지회 세계선교부   

     

북한은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한 

혈족이지만, 선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장 먼 어쩌면 

땅끝과 같은 곳입니다. 1945 년 분단 이래 많은 사람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기도해 왔고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고자 노력해 왔지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뜻있는 평신도들과 선교회 단체들이 복음을 

증거했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자유 대한의 품에 안기기도 

했습니다.  

교회 구호단체인 ADRA 는 1999 년부터 2006 년까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에서 의료, 교육, 식품 등의 

다양한 사업을 펼쳤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북한 농업 

교육에 많은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주 한인 

재림교인들의 활발한 도움으로 다양한 의료 봉사와 고아원 

등의 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사업이 2008 년 11 월 한국 관광객이 금강산 관광 

중 피격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고, 한국인에 의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주의 

사업은 막히게 되었고, 미주 한인들에 의한 봉사의 창구만 

허용이 되었습니다.   

 

최근 남북 정상의 두 차례의 만남과 북미 정상들의 만남을 

통해 급변하고 있는 정세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북한 

선교에 대해 고삐를 당기게 합니다. 현재 북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들에 의하면 평양 등을 중심으로 이미 500 만대의 

휴대폰이 보급되었고, 민간 경제를 주도하는 장마당이 

500 여 곳 생성되면서 시장 경제가 활성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전기밥솥,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난로, 선풍기, TV 등이 팔리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전기발전기를 사용하기에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얼마든지 사용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가 비 리에 보급되면서 장마당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1988 년 봉수교회와 

장충성당이 세워졌고, 1992 년에는 칠골교회를 건립하면서 

종교자유가 보장된 나라임을 과시하였고, 러시아 정교회는 

물론 이슬람 모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 

전시성을 위한 것이지만 통일부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은 약 1 만명으로 이중 6 천여명이 10-

15 명으로 구성된 가정예배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는 2015 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237 개 나라 중에 215 개 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적 측면에서 북한을 땅끝이라고 할 때 

이곳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때 머잖아 

예수님의 재림은 이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북한 선교를 위한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방법이나 전략보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최근에 

한국연합회는 북한이 열리면 그곳에 선교사로 갈 자원하는 

목회자를 모집했고 22 명의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를 

자원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북한선교회도 

구성하여 평신도들이 자비량으로 북한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 또한 북한선교를 

위한 좋은 재원들입니다. 지난 2 월에 약 50 여명의 

탈북민들이 북아태지회 제주지도자 훈련원에 모여 

선교사명을 위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들과 조선족 목회자들 또한 언제든지 북한을 

드나들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중요한 재원들입니다. 

미주에 거주하는 재림교민들 또한 북미관계가 개선되면서 

북한에 드나들며 다양한 봉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그릇들입니다. 북아태지회는 다양한 채널과 

재원들을 동원하여 북한선교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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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전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ADRA 사업의 

부활입니다. 최근 ADRA 아시아 부장인 Mark Webster 

부장과 통화하면서 북한에 다시 ADRA 사업을 전개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의료, 교육, 식품 분야 등을 통해 복음 

증거의 발판을 전개하기로 했고 그 일을 위해 9 월에 

한국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되어 성령과의 협력을 통해 기도하고 사업들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북한 선교를 위한 

물꼬를 트실 것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많은 기도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7 월 연합기도회 (2018 년 7 월 8 일 PDT)  

기도 요청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 15-17) 

 

7 월 정기모임은  한일  연합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일본 

기도인연합 회원들, 한국과 미주등 해외 기도회원들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하심를 구하며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합니다.  

 

북한과 한반도를 위한 기도   

 

 마지막 시대 한반도 상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o 북한에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o 자유와 인권회복을 위해 

o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한국 학생들과 청년들의 안식일 성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본 연합회 기도요청  

 

 일본 교회 학교 기관의 영적 부흥  

 교단 교구(합회) 교회 행정자와 목회자들의 영성과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위해  

 일본 삼육 초중고 학생모집에 어려움이 없도록 

 

중국 선교를 위한 기도 

 

제재가 심해가는 중국내 전도 활동을 위해  

 집집 방문 전도 

 학생들을 통한 북한 선교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  

안식일 성수 소송에 관련하여 (II)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안녕하세요? 

지난 4 월 안식일을 지키며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균등한 

시험의 기회를 받을 수 있게하기 위한 재판의 최종 판결을 

위해 간절한 기도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 심의 판결은 학교의 손을 들어 주었고 이로 인해 현재 

학생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라 하신 하나민의 

말씀을 믿기에, “인간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기회의 

때이다.”(교회증언 4 권) 고 생각하기에 여러 고심 끝에 

항소를 결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 성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알기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양심의 자유를 보존하기 위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증언보감 2, 320) 

 

이제 곧 7 월 초부터 재판이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 이 재판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보입니다. 이 재판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대형 

로펌의 섭외도, 거대한 자금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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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 20:7)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남은 자손의 과업 

   

조경신 / 기도인연합 

             

1.  예수님의 유언 (지상명령)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행적과 분부하신 말씀” 

 

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복음)이 이루어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3 년 반 동안 쉴 사이도 없이 

유대 땅을 이곳저곳 다니시며 질병을 고치시고 상심한 

자들을 위로 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시고 모세를 통한 유월절 절기의 표상을 

따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요 

1:29)”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후 그분은 

제자들에 의해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낸바 되시고 안식 후 

첫날 죽음에서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오셨다. 

 

“군사들은 그가 그 큰 돌을 조약돌을 굴리듯이 옮기는 것을 

보았고 그가 또 큰 소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아오소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부르십니다”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들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고 

또 갈라진 무덤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위엄과 

영광을 입으시고 무덤에서 나아오실 때에 천사의 무리는 

구주의 앞에서 허리를 굽혀 그분에게 존경을 표하고 

찬송의 노래로 그분을 환영하였다.”(DA 780-781)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신 그분은 땅이 비틀거리고 번개가 

번쩍이며 우레와 뇌성이 치는 가운데 당당한 발걸음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다.”(DA 780)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셨다. 

범죄로 인해 사망을 당하고 희망이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최고의 소망이요, 기쁨이자 

가장 복된 소식이었다.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 용서와 

의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정복하는 길이 열렸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란 말씀은 오직 예수께서만 선언하실 수 있는 

말씀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선언된 

것이다. 드디어 복음이 완성되었다. 

 

하나님은 에덴에서 인류 시조가 범죄 한 이후 찾아오셔서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주셨다. 4,000 년 동안 계속 더 지체하여 메시야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였고 역사와 예언을 통하여 메시아를 

알아보게 하셨고 소망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리게 하셨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살다가 죽지만 

메시아의 희생과 부활을 믿고 죽음으로, 각 시대마다 모든 

믿는 자는 구원얻을 수 있도록 하셨다. 예언된 때가 

이르렀을 때 예언된 그대로 메시야는 오셨고,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드디어 

기다리던 소망은 상징이 실체를 만남으로 산 소망이 

되었고 구원의 복음은 완성된 것이다. 이제는 이 

사실(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② 나를 만지지 말라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랍오니여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요 20:16,17)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보다 먼저 아버지께 가셔야 하셨다. 왜 가셨는가? 

“예수께서는 당신의 희생이 아버지께 가납되었다는 보증을 

받기까지는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경의를 받지 

아니하셨다. 그분은 하늘 궁정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의 죄에 대한 당신의 속죄는 충분하였고 당신의 

피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의 말씀을 

친히 들으셨다.”(DA 791) 

 

예수님은 당신의 생애와 십자가의 큰 희생이 아버지께 

가납되었다는 선언을 듣기 원하셨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뢴다. “아버지여, 다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 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요 17:24,19:30) 

공의가 충족되었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사단은 정복되었다.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시는자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엡 1:6 영문 참고) 그들은 하늘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대표자들 앞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된다. 

예수께서 계시는 곳에 그분의 교회도 있을 것이다. (DA 

8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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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하신 날 예수께서는 하늘에 가셔서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께 직접 ‘희생과 수고는 인류의 구속을 위한 충분한 

대가로써 지불되었고 인류는 용서받고 하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보증을 받으셨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으셨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완성된 복음을 그의 

제자들을 통해 전파하시기 위하여 받으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속사업을 완수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은 먼저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신 것이다.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은 충분하고도 완전한 

것이었다. 속죄의 조건은 다 성취되었다. 그분이 이루고자 

이 세상에 오신 사업은 완성되었다. 그분은 나라를 

얻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사단에게서 빼앗으시고 

만물의 후사가 되셨다. 그분은 하늘 군대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가시는 중이었다. 

무한한 권위를 부여 받으신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셨다.”(AA 30,31) 

 

무한한 권위를 부여받으심 

 

“예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급히 하늘로 올라 가셨다.”(초기 187) 

“예수는 아버지께서 그의 희생을 받으셨다는 것과 또 그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의 속죄가 충분하고 넉넉하여서 

그의 공로를 힘입어 그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보증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으실 때까지 그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 예수는 즉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이마와 손과 발에 있는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표를 보이셨다. 그러나 그는 영광의 

면류관과 왕복을 받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려 주실 

때까지 그가 마리아의 경배를 거절하심 같이 천사들의 

경배도 거절 하셨다. 그는 또한 지상에 있는 그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구할 것이 있었다. 그가 간절히 바란 것은 

그때 이후로 지속될 구속받은 자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가 하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전에 그의 교회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하고 가납함을 받아야 한다. 그는 그가 있는 

곳에 그의 교회도 있는 것이 그의 뜻한 바라고 선언 하셨다. 

그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으면 그의 백성들도 그와 함께 그 

영광을 받아야 한다. 지상에서 그와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은 그분의 나라에서 그와 함께 다스려야 한다. 

그리스도는 매우 분명한 방법으로 그의 교회를 위하여 

간구를 올리시면서 교회의 이해관계를 그분 자신의 것과 

동일시 하시고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과 불변성을 

가지시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얻게 되는 권리와 

칭호들을 옹호하셨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이여 그에게 경배할 지어다”라고 선언하셨다. 

천사들의 각 수장들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신 정복자로 다시 사신 어린양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하고 찬양하였다. 그 

소리가 온하늘에 메아리쳤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구속주 앞에 부복하였다. 그리스도의 요구는 

수락되었고 교회는 교회의 머리시요 대표자 되시는 그분을 

통하여 의롭다 함을 받는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아들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신다.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은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들을 거룩하신 은혜 안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정금보다 더욱 귀하게 할 것이요, 

오빌의 금덩어리보다 귀하게 할 것이라고 보증하셨다.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생명의 왕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한 순간도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가난한 

그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로 돌아갈 준비를 

하셨다. 이는 그들에게 그의 능력과 영향을 나누어 주기 

위함이었다. 이리하여 인류의 구속주께서 자기 몸을 

희생시킴으로써 하늘과 땅, 유한한 사람과 무한한 

하나님을 연결 시키셨다.” (3 예언 202, 203) 

 

◎ 예수께서 사람들의 경의와 천사들의 경배도 받기를 

거절하시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이유는? 

 

1. 자신이 이룬 희생이 가납되었는지를 아버지께 친히 듣기 

위함 이었다. 

2. 죄로 단절되었던 지상의 그의 택하신 자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늘나라와의 관계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엡 3:4,6,9) 

3. 그의 교회가 의롭다 함을 얻고 가납함을 받기를 

요청하시기 위함이었다. 

4. 자신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보좌에 앉게 하여 주시기를 

요구하시기 위함이었다. 

5. 자신이 받는 영광을 그의 교회로 받게 해달라고 하시기 

위함이었다. 

6. 자신과 함께 고난을 당한 자들과 그분의 나라에서 함께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었다. 

7. 자신이 받는 권리와 칭호들을 교회로 함께 받도록 

요구하시기 위함이었다. 

 

그의 요구는 모두 들으신바 되셨고 그는 맏아들로써 

후사의 권위를 받으셨고 그의 교회는 형제들로써 그와 

함께 후사가 되었다. 인성을 쓰시기 위하여 내려 놓으셨던 

모든 명예와 능력과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선언하셨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아버지께 자신의 교회를 회복하실 

허락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심으로 

죄를 지으므로 발생한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게 되었다. 

이제는 인류에게 이 복된 소식을 자신 있게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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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게 된 것이다. 

 

2.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5-27)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 첫 번째 일로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이시고 아버지께 가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시고 돌아오신 후 저녁나절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길에 행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한참을 동행하였으나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진 두 제자는 함께 걷는 행인이 예수이신 줄 

몰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고 후세에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행인인척 하며 접근하여 가르침을 주셨다. 

 

두 제자에게 행인으로 접근하신 이유 

 

“예수님은 자기의 참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는 일을 제일 

먼저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죽은 데서 살아나신 그분을 

다시 보면 너무 기뻐서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라는 것을 

그분은 알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주께서 그들의 마음에 지울 수 없는 감명을 끼치기를 

원하셨던 그 거룩한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도 순서에 따라 그 귀한 

지식을 전하게 되어 마침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절망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빛을 받게 될 것이다.”(ST 

1909.10.06.) 

 

예수께서는 자신이 구약 성경에 예언 되시고 모든 

이스라엘로 고대하며 기다리게 하였던 소망의 

구세주이심을 모든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예언된 

그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완성하시고 사명을 이루신 

바로 그분, 메시아이심을 성경으로 입증하여 다시 한 번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 

13:19, 14:29)  

 

모든 범죄한 인류에게는 오직 메시아이신 예수에게만 모든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4,000 년의 긴 

역사를 통하여 1,500 년간의 역사 속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예언을 하셨고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을 

따라 성취됨으로써 메시아를 부인할 수 없게 하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요 8:24) 

 

예수님 자신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나를 메시아로 믿지 아니하면 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다. 모든 인류가 그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보도록 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언된 대로 일이 이루어 

졌음에도 사람들은 몰라보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예언의 성취됨을 깨닫지 못하였고 메시아로 믿지도 않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며 

예수를 사람으로, 구속할 자로 바랐노라며 확신하지 

못하고 바라는 관망만 하는 믿음의 상태였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DA 795)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신앙상태를 시대의 소망에 

기록한 말씀이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 두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써 가르치시니”(마 16:21, 

막 8:27-9:1, 눅 9:18-27) 즉,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 하셨으나 이해를 못하였고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지상에 왕국을 세울 영광의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속주로써 

고난당하시러 오시는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였던 것이다. 

십자가의 큰 사건과 부활의 소동이 있었음에도....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하신 신분을 감추시고 두 제자에게 

또한 그 후세대인 우리 모두에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통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확증하신 것이다. 

 

“그분은 그의 성경 주해를 마칠 때까지 계속 다른 사람인체 

하시고 그분의 생애와 품성과 이 땅에 대한 그분의 사명과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지적 신앙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분은 그 진리가 그들의 마음에 확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셨다. 이는 그 진리가 그분의 직접적 

증언에 의해서 지지를 받기 때문이 아니라 표상적 율법과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의 생애와 죽음의 사실과 

일치함으로써 그 진리의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 두 제자들을 위해 서 주께서 애쓰신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이는 

그들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었다.” (ST 

19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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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서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DA796) 

 

“예언을 들어 설명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인성을 

취하시고 어떤 분이 되기로 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바른 

견해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사람들의 욕망과 

일치하게 보좌를 취하시고 왕권을 잡으리라는 메시야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들을 오도해 왔었다.”(DA 798) 

 

예수께서는 엠마오의 행적을 통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시고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하셨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눅 24:27)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찌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눅 16:31)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요 5:39)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이라고 분명히 가르치신다.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 

3:14,15)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고 온갖 

이적을 행하였다고 나를 메시아로 믿지 마라. 제사장들과 

랍비들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쳤다고 해서 나를 메시아로 믿지 말라. 이 모든 것들도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주겠으나 나는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그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룬 성경이 가르치는 

메시아이다.’ 

 

출생부터 자라나심과 침례 받으시고 3 년 반 기간의 무아의 

봉사와 행한 모든 일들.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하였던 모든 

고난과 시련들, 제자에게 팔리시고 재판받고 자기 백성에 

의해 정죄 받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빌린 

무덤에 장사되고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는 모든 사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성취되므로 

부인되거나 불신할 수 없는 바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메시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로써 너희가 믿고 따르게 

할 구세주이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메시야로서 

거절당한 일에 대하여 너희에게 나타내 보여 준 것이 모두 

다 성취된 것을 보았다. 내가 견뎌야 할 모욕과 죽어야 할 

죽음에 대하여 내가 전에 말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나는 삼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 성경을 더욱더 

부지런히 연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모든 면에서 나에게 

관한 예언의 세목들이 다 성취된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DA820)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6 하원칙(5W1H)으로 풀어 쓴 세 천사의 기별 

   

손경상 / 기도인연합 

            

남은 자손은? ( = 남은 자손의 자격, 정체성 ) 

 

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다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계 14:7 

 

➊ 두려움? 왜 두려워하라고 하셨을까? 

➋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➌ 하나님의 존재를 잊은 것이 불행의 시작이다. 

➍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1. 두려움? 왜 두려워하라고 하셨을까? 

 

두려움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 두려움의 의미는 놀람이다. 잘못된 자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놀람은 옳은 길로 돌아올 각성을 일으킬 

수 있다. 두려움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지은 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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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든가 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두려움의 반응은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예를 살펴보자.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였다.대하 17:3~4 여호와께서는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나라를 굳건하게 해 주셨다. 그의 부귀 영광은 

대단하였다. 그는 오직 주께서 가리키는 길로만 가기로 

다짐하였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였다.대하 

17:5~6 그러던 그가 재물을 많이 모으고, 큰 영예를 얻자 

아합 가문과 혼인의 유대를 맺었다.대하 18:1 그는 아합을 

도와 길르앗 라모스를 치러 갔다가 결국 크게 패퇴하였다. 

군사력이 약해진 틈을 이용하여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대하 20:1 이런 위기의 때에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대하 20:3 하였다. 큰 부대가 자신의 영토인 

엔게디까지 쳐들어왔다는 보고를 들은 “여호사밧은 성전 

뜰 안에 모인 백성들 앞에 서서 기도로 그의 마음을 

토로하고 이스라엘의 무력함을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였다.”선지자와 왕, 199 

 

여기서의 두려움은 기세등등하게 쳐들어온 적들에 대한 

놀람의 두려움이다. 궁극적으로 그 두려움의 원천은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함으로 온 것으로 자신의 

죄로 인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두려움은 여호사밧으로 하여금 자신을 돌아보게 

하였고, 하나님을 자각하여 결국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였다. 마치 탕자가 돼지가 먹는 엄 열매를 먹으며 자신이 

돌아갈 곳을 깨달은 것처럼 두려움의 놀람은 제정신을 

차리게 하는 힘이 있다. 

 

이와 같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남은 자손들은 자신뿐 

아니라 바다 모래 위에 선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 자신의 악 

사상으로 점령한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낯을 돌리게 해야 할 것이다. 세상은 

과거에 비해 재물이 넘쳐나고 있다. 부귀와 영화, 영예가 높 

아질 때에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어 자신의 뜻대로 행하여 위기를 맞이한 것처럼 

오늘날 세상 형편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과 방종 그리고 잔인 

함으로 불행에 빠져 있다.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사람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수 있다.”각 시대의 

대쟁투, 608 

이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외칠 복음은 

세 천사의 기별로, 겸손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메시지이다. 

 

2.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고 하신 이유와 두려움의 본질(겸손과 회개의 

가르침) 

 

❶ 창조주의 존재를 잊은 시대 

-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지 말라는 경고, 존재에 대한 

강한 인식의 두려움이다. 

-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기억하라는 호소 

❷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인 율법을 무시한 시대 

-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지 말라는 칼의 두려움이다. 

-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호소 

❸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의 회복이 요구되는 시대 

- 겸손의 두려움이다. 

- 창조주를 사랑하라는 호소 

 

두려움 가운데 최고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다. 

남은 자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기별을 전하는 

자이다. 그러니 당사자도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뜻이 무엇이고 왜 이 

시대에 온 나라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기별의 

첫마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세 

천사의 기별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이유를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는 진화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진화 사상이 주장하는 궁극적 목적과 진화 사상이 

제시하는 행복한 삶의 방법에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❶ 창조주의 존재를 잊은 시대 

 

- ‘존재함’에 대한 강한 인식으로서의 두려움이다 

-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기억하라는 사랑의 호소이다 

두려워하라고 하신 첫째 이유는 진화 사상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인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 진화론자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다윈은 인간의 특수 창조를 부정하므로 이전에 널리 퍼져 

있던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시켰다.”진화론 논쟁, 

135 

 

그들의 주장대로 이 시대가 진화 사상으로 완전히 점령된 

시대이고 진화 사상의 목적이 창조주 중심의 세계관을 

붕괴하는 것이라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창조주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것은 분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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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이다. 실제로 그러한가? 과거 초·중·고등학교 시절에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들었던 기억이 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어떤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신문과 

방송 같은 곳에서도 “천벌을 받을 나쁜 짓을 저질렀다.”고 

보도하곤 하였다. 치과 치료를 받는 초등학생들에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냐고 물어보았다. 거의 모든 학생이 처음 듣는 말이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모 초등학교 선생님이 

치료받을 때 물어보았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을 모르는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그 선생님은 요즘에는 그런 말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왜 안 가르치느냐는 말에 

학생들에게 그런 말을 하면 비웃기 때문이라고 대답하였다. 

우리가 사는 현시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는 시대이다. 과거 지구 역사상 지금처럼 모든 

학문에서 체계적으로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던 때가 

있었던가?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라고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려워하다’의 의미는 단순히 

‘겁내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겁나는 포악한 

군주로 인식시켜 우리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이 사탄이 의도하는 바이다. ‘두려워하다’의 뜻 

속에는 ‘어떤 존재함에 대한 강한 인식’의 의미가 담겨있다. 

 

어렸을 적에 보통의 아이들이 그랬듯이 형과 나는 뒷집에 

사는 쌍둥이 형제와 자주 다투었다. 아마도 소위 영역 

다툼에서 우위를 차지하려고 기싸움을 하였던 것 같다. 

쌍둥이 형제의 기를 꺾을 목적으로 기세등등하게 “우리 

아빠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라는 말을 자주 하였다. 이 말 

은 “우리 아빠가 얼마나 무서운데 네가 우리 앞에서 

까부니? 너 내 말 한마디면 우리 아빠가 와서 너를 혼내 줄 

수 있거든!”의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은 상대에게 내 뒤에 있는 아빠의 존재를 강하게 

인식시켜 주는 말이다. 상대의 사고 속에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아빠를 각인시키는 말이다. 

 

❷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인 율법을 무시한 시대 

 

- 공의의 칼 두려움 로 회개를 요구하시는 사랑의 

호소이다 

 

둘째로 세 천사의 기별의 첫마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한 이유는 마지막 시대가 지구 역사상 가장 

‘악’에 빠진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깊은 악에 빠져 있는지 모르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은 스스로가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 수준에서 스스로를 

판단한 것일 뿐 하나님의 율법이 제시하는 기준인 

하나님의 선의 표준에서 본다면 완전한 악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의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다.렘 13:23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은 사탄의 악 사상에 깊이 빠질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 곧 공의의 칼을 내 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다. 두려움 앞에서 인간은 

입을 다물게 된다. 스스로 선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떠드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여 이제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호소하신다.합 2:20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라는 절박한 

당부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은 자손들이 선택되었고 

그들에 의해 하나님의 율법이 세상에 명확히 알려질 

것이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악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은 악의 근본을 시작한 루시퍼 때문이다. 그가 

하늘에서 품어 온 악 사상 곧 하나님의 선한 품성의 사본인 

율법을 변경하려는 시도가 마지막 시대에 이 지구 상에서 

거의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인다. 사탄의 주장 곧 악 

사상의 본질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할 ‘선악의 

대쟁투’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다. 루시퍼는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 

문제를 행복한 삶의 방식과 연결시켜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며 하늘 천사들과 온 우주 거민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꾀였다.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행복한 삶이었으므로 사탄이 하나님의 율법의 

변경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좋은 행복의 방법이라고 말하였을 것이라 

짐작된다. 

“사랑의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지성적 

존재의 행복은 그들이 이 의義의 대원칙과 완전히 

일치함에 달려 있다.”부조와 선지자, 34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그는여호와의 

율법을 개선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부조와 선지자, 42 

 

우리는 사탄이 하늘에서부터 계속 주장해 온 율법의 

변경의 본질 문제인 행복한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진화 

사상에서 찾을 수 있다.  

 

“다윈은 자연 세계가 하나의 완벽하게 설계된 자비로운 

곳이라는 당시의 관념을 뒤집었고 그 대신 생존을 위한 

경쟁의 장이라는 개념으로 대치했다.”진화론 논쟁,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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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말했듯이 진화 사상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이란 

이웃과의 경쟁에서 이기고 나의 생존을 지켰을 때에 

이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이런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서 악한 정신이 더욱 나오게 된다. 이런 사상은 

사회에 불의를 가득하게 할 뿐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 

곧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어야 할 시대이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두려움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저울로, 때로는 칼로 

표현되고 있다.제 4 장 무엇을(WHAT)?: 대쟁투 편 

298~312 쪽 참고 그것은 단순한 위협이나 협박이 아니다. 

우리를 죄의 불행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다. 지금은 

하나님의 공의가 짓밟힌 시대이다. 

진화 사상의 영향으로 인간의 사고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도 무너졌다. 

어떤 거리낌도 없이 공의롭지 못한 일을 하는 것에 서슴지 

않는다. 이런 시대에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경고한다. 

두려워하라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인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과제는 진화 사상이 제일의 목표로 삼아 망가뜨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금 세상 사람들의 사고 속에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율법 곧 공의의 원칙을 

세움으로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선에서 벗어나 악으로 

넘어가지 않게 지켜 주는 행복의 울타리이다. 

과거에는 하늘에 이 땅을 돌아보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의식하며 생활하였다. 하늘은 

우리가 어떤 범위를 벗어난 나쁜 행위를 하지 않게 하는 

존재였다. 무조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선악의 문제를 공의롭게 판단해 주어 우리를 

악으로부터 지켜 주는 존재였다. 사회의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 우리 양심에 호소하는 존재였다. 결국 하늘의 

존재는 모두의 행복을 지켜 주는 울타리였다. 그런데 진화 

사상의 영향으로 학생들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사라지게 되어 하늘의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를 돕고 있다는 말이 우습게 들리는 것이다. 

 

❸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의 회복이 요구되는 시대 

 

- 겸손과 존경의 두려움으로 창조주를 사랑하라는 사랑의 

호소이다 

하늘에서 대쟁투를 일으킨 진화 사상의 뿌리인 루시퍼의 

악 사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된 대쟁투 총서 첫 책 <부조와 

선지자> 첫 장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온다. 

“하늘의 질서를 벗어남으로 루시퍼는 창조주를 

멸시하고…창조주의 지혜와 사랑[善]을 비난하는 것이 이 

천사장의 목적이 되어 버렸다.”부조와 선지자, 35 

루시퍼는 하늘에서부터 창조주를 멸시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았다. 이런 사실을 통해 우리는 

사탄이 대쟁투의 역사 동안 계속하여 창조주를 멸시하고 

비난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는 

그 정도가 최고도에 달할 것인데, 결국 사탄은 

진화론이라는 걸작품을 만들어 내어 온 세상이 자신의 

의도대로 창조주를 멸시하고 비난하도록 만들었다. 

루시퍼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을 할 것인데, 하나는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과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비난하는 것이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이 상대방을 

최고로 멸시하는 말이듯이, 창조주에 대한 최고의 멸시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무시이다. 이것은 진화 사상이 최고로 

중요시하는 목적이다. 두 번째는 창조주에 대한 비난이다. 

우리가 어떤 작곡가를 비난하려면 그 사람이 작곡한 

작품을 통해서 해야 한다. 그것은 작곡가의 지혜와 능력과 

사상이 그가 심혈을 기울여 작곡한 곡 속에 들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존재하는 곳은 창조주의 작품인 천연계와 사람이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담아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창조한 천연계가 하나님의 

선한 사상이 아닌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이기적인 정신이 가 

득한 곳이라고 하면서 창조주를 비난하고 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세상에 전할 첫 번째 

기별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두려운 기별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살아 계심에 대한 증거들을 세상에 전하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멸시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가득한 천연계의 속성을 온 세상에 증거 하여 사탄의 

비난을 멈추게 해야 한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시와 멸시와 비난의 

시대에 안식일을 지킴으로 갖게 되는 창조 사상은 

창조주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회복시킬 것이다.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살아 계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36 

 

“안식일은 하나님의 기념일로서 인간에게 그 창조주를 

가리켜 주는데, 그분은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다.”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37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 왔을 것 같으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각 

시대의 대쟁투,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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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의 세계와 그 투쟁   

 

김명호 / 기도인연합 

        

4.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전 3: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 말씀을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고 가르친 말씀이라고 주장한다.  

  전후 구절들을 정직한 눈으로 읽어보면 이런 이해와 

해석이 얼마나 그릇되었다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  

  전후 구절들을 다 적어놓고 보자. 

 

[전 3:18~21]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19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의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20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2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22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위에 붉은 색을 한 글을 읽어보라. 사람의 혼은 위로 가고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간다는 말씀인가? 아니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한 곳으로 간다는 말씀인가? 사람이 짐승보다 

다른 것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 이 말씀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이 

동일하다고 했다. 여기 호흡이라는 말이 ‘루악흐’이다. 이 

말은 ‘영’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이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하는 것이 같고 같은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한다. 여기 

혼이라는 말도 ‘루악흐’이다. 같은 ‘루악흐’로 호흡하다가 

그 ‘루악흐’가 다 같은 곳으로 가는데 어떻게 사람의 

‘루악흐’는 위로 가고 짐승의 ‘루악흐’는 땅으로 간다고 

하느냐? 그것을 누가 알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는 것이 

이 구절의 뜻이다. 그래서 결론에 그 누구도 도로 데리고 

올 수 없다고 말한다. “그 신후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죽은 후에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결코 알 수 없다는 뜻이다. ‘신후사’라는 

말은 죽은 후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혼(루악흐)이나 짐승의 혼(루악흐)이나 

같은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다 

흙으로 돌아가고 만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계시의 말씀이다.  

  사울이 무당에게 사무엘을 찾을 때 무당은 땅에서 한 

신이 올라오는 것을 봤다고 했는데, 물론 그것은 

사단이지만, 전도서의 이 구절을 사람의 혼이 위로 간다고 

해석하면 사무엘이 하늘에서 내려와야 이치에 맞다. 

그런데 어떻게 땅에서 올라오나? 사무엘의 혼이 땅으로 

내려갔다는 말인가? 성경 전체에 계시된 사실과도 전혀 

맞지 않는다.  

  영혼불멸이라는 사단의 거짓 주장에 중독이 되어서 이런 

명백한 구절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이다.  

 

5. 신은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전 12:7]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 ‘신’이라고 번역한 말은 ‘루악흐’이다. 앞에서 살핀 

전도서 3 장 21 절에 사람의 혼, 짐승의 혼이라고 한 그 

‘혼’과 같은 단어이다. 또 같은 호흡이라고 한 ‘호흡’과 같은 

단어이다. 다음 구절을 보자. 

 

[시 104:25~29]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동물 

곧 대소 생물이 무수하니이다 26 선척이 거기 다니며 주의 

지으신 악어가 그 속에서 노나이다 27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28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29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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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은 전도서 3 장 18~22 절의 말씀과 같은 사상이다. 

창조하셔서 생명의 호흡을 하도록 하시고 호흡이 있는 

동안 생명을 누리다가 창조주께서 그 호흡을 취하면 다 

흙으로 돌아간다. 전도서 12 장 7 절은 이것을 간단하게 

표현한 것이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이유는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이다.(창 

2:19) 그러나 호흡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것이다. 짐승의 

호흡도 그렇다. 그것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한다. ‘비오스’나 

‘조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죽는 것은 호흡이 

끊어지는 것인데 시편 104 편 29 절은 그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서 취하신다고 했다. 그러니까 ‘신(루악흐)’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표현한 것이다.  

  전도서 12 장 7 절은 영혼불멸설과 아무런 상관없는 

구절이다. 이것은 사람이 죽을 때 호흡은 결국 주신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성경이 

가르치는 생명과 존재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닫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이다. 속지 말자.  

 

6. 온 영과 혼과 몸이 예수의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전되라.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신학계에서 인간 삼분설을 주장하는 근거 

구절이다. 삼분설이란 인간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것들은 각각 독립적인데 한데 어울려 한 

인간을 형성한다는 주장이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혼이 따로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여기 혼이라는 말은 ‘푸쉬케’로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신학계에서는 영혼이 언제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논의한다. 대체적으로 세 주장이 있다. 하나는 

영혼선재설이다. 즉 영혼은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그 

사람에게 들어갈 영혼이 먼저 존재한다는 설이다. 또 

하나는 영혼 창조설이다. 사람이 모태에 임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영혼을 창조해 넣는 다는 설이다. 

마지막 하나는 영혼 유전설이다. 부모로부터 영혼이 

자녀에게 유전된다는 설이다.  

  독자들은 이런 설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필자는 

장로교회 교인일 때 이런 설명을 믿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주장들을 비판한다. 

영혼선재설에 대하여서는 선재하는 영혼은 죄 영혼인가? 

의 영혼인가? 죄도 의도 아닌 상태의 영혼인가? 만일 죄 

영혼이라면 하나님께서 죄 영혼을 왜 창조하셨는가? 이런 

공방(攻防)을 하는 것이다.  

  영혼 창조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죄인인데 그 영혼을 임신할 때 하나님이 

창조해 넣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창조해 넣는 것인가? 

하는 것이 공격의 초점이다.  

  영혼유전설에 대해서는 창조설과 선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영혼은 예외 없이 죄의 

영혼들인데 인간 예수님의 영혼은 누구에게서 

유전되었는가? 이런 공방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참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욥 38:2) 쓸데없는 주장이고 공방이다.  

  영혼불멸설을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논리들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 장 23 절을 자세히 읽어보자. 여기 온 

영과 혼과 몸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흠 없게 

보전하라고 했다. 영혼이 불멸한다고 가정한다면 영과 

혼을 그렇게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몸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몸을 온전히 보전해야 한다는 말인가? 사람은 역사만큼 

살지 못한다. 모세의 말대로 인간의 연수가 70 이요 

강건하면 80 이다. 요즘은 100 세 시대라고 하지만 역시 

죽는다. 죽으면 몸은 썩는다.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몸을 

어떻게 재림하실 때까지 온전히 보전한다는 말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몸은 죽을 때 방부제를 넣어 미라를 

만들어서 장례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도 몸은 온전히 

보존되지 않는다. 애굽의 미라들을 보라. 온전히 보전된 

몸이 있는가?  

  이 구절을 가지고 영혼불멸을 주장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참 미련한 생각이다. 정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것이다.  

  이 구절은 인간이 삼분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전인격을 

표현하는 말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전인격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생활은 전인격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다. 스스로 속지 말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지 말자.(욥 42:3)  

 

7. 땅에 있는 장막 집 

[고후 5:1~4]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2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3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도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성경구절로 사용되는 

말씀이다. 땅에 있는 장막 집은 우리 몸이고 이것이 

무너지면 영혼은 하나님께서 지은 집으로 들어간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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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구절을 자세히 보라.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다만 이 땅에 있는 장막 집인 몸이 죽으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다. 

영혼이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처소가 

온다고 했다. 그 하늘로 오는 처소를 덧입기를 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4 절이 설명하고 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 진 것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덧입는 것은 생명에게 삼키는 것이고 이 

장막을 벗는 것은 죽을 것이 죽는 것을 뜻하는 말이다. 

그래서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한다고 한 것이다. 죽을 

것이 죽어야 부활의 날에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데 곧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베드로도 장막을 벗을 때가 되었다고 한 것은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벧후 1:13,14]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14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베드로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교의 날이 가깝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이다. 우리도 

언젠가 땅에 있는 이 장막을 벗을 것이다. 그리고 평안의 

침상에서 쉬다가(사 57:1,2) 주님 재림하시는 아침에 

하늘로서 오는 처소를 덧입고 부활로 일어날 것이다.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기도인연합 미성경연구 연결망 안내 
 

오늘 이 메일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여 

차후 이웃에 전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없이 오직 믿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거나 참된 깨닭음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경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을 산 

경험과 함께 제시됨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산 경험이라 

함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영 ㅡ성령의 

감화로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에는 세상이 줄수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경험을 위한 성경연구 모임을 미(MEE) 성경 연구로 

칭하는데 모세 (MOSES), 엘리야 (ELIJAH) 그리고 

에녹(ENOCH)의 영문 이름 첫 자를 딴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에녹은 살아 승천하였거나 죽었어도 

부활하여 지금 땅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현재 영원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 시대 주어진 사명에 함께 

진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잃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잠잘때 생명없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잠이 들때 죽음과도 같은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 무의식속에는 선도 악도, 부와 

빈도 아무런 차이도, 그것들에 대한 인식도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온 세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수 없으며 

영원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습니다. 그런데 2 천년전의 예수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나 결국 그 

생명을 가르치는 성경이 예수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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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영원한 생명은 예수에 대한 체험적 믿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 믿음은 다가오는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중단없이 지속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미성경연구 모임의 확산을 통해 

함께 알리고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은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막 11:24)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Ed 257.7)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영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 히 교제하는 일이다. (Ed 258.3)  

 

미 성경연구 내용 

 

마지막 시대를 위한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해 및 간증을 

포함한 말씀 

   

미 성경연구 참여 방법 

 

북미서부 지역모임: 

 

미서부그룹-1: 2018 년 미서부 지역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40 분 동안 진행되며 직접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컨퍼런스 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12) 775-7035 / 엑세스 코드:  889722#  

 

미서부그룹-2: 미국인 기도회원 또는 영어가 가능한 

분들을 위해 영어로 진행되는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50 분간 있으며 아래 번호를 

사용합니다. 

 

 (818) 273-1108 (엑세스 코드 필요없음) 

 

또한 해외에서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성경연구 모임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성경연구:  meebible@prayercoalition.com   

문의 전화:  253-326-6451  

 

그외 미 서부 그룹, 동부 그룹,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기타 

지역 그룹 모임은 모임이 준비되는대로 추후 발표합니다. 

 

미 성경연구 연결망 (MEE Network) 참여 

 

정기적으로 미성경연구에 참여하는 단체 및 성경연구 

그룹들이 함께 모여 연구발표 및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그룹의 대표자는 위의 이메일 주소로 

순서 날짜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 성회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기 – 첫째 천사의 기별 (Back to Basics - 
The First Angel’s Message)  2 부 

 

알렌 데이비스   

     
God will give us power to conquer temptation and 
live a life free of sin! The Spirit will not only bring 
conscious sins to our minds, but also unconscious 
or cherished sins to confess so we might be made 
pure! (Example) 
 
• This is all-important because, “The righteousness 
of Christ will not cover one cherished sin” (COL 
316.2). 
 
Yet, this will not be a walk in the park by any 
means. The devil will look to sift us as wheat, but 
we know the LORD is our advocate and is there to 
strengthen us. 
I saw some, with strong faith and agonizing cries, 
pleading with God. Their countenances were pale 
and marked with deep anxiety, expressive of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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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l struggle…. Evil angels crowded around, 
pressing darkness upon them to shut out Jesus 
from their view, that their eyes might be drawn to 
the darkness that surrounded them, and thus they 
be led to distrust God and murmur against Him. 
Their only safety was in keeping their eyes directed 
upward. (EW 269) 
As the praying ones continued their earnest cries, 
at times a ray of light from Jesus came to them, to 
encourage their hearts and light up their 
countenances. Some, I saw, did not participate in 
this work of agonizing and pleading. They seemed 
indifferent and careless. They were not resisting 
the darkness around them, and it shut them in like 
a thick cloud. The angels of God left these and 
went to the aid of the earnest, praying ones…. I 
asked the meaning of the shaking I had seen and 
was shown that it would be caused by the straight 
testimony called forth by the counsel of the True 
Witness to the Laodiceans…. 
Some will not bear this straight testimony. They will 
rise up against it, and this is what will cause a 
shaking among God’s people…. The solemn 
testimony upon which the destiny of the church 
hangs has been lightly esteemed, if not entirely 
disregarded. This testimony must work deep 
repentance; all who truly receive it will obey it and 
be purified. (EW 270) 
 
Worship Him That Made 
 
This final phrase points us back to the creation: the 
concept of faith and entering into God’s rest. 
 
• [Heb 4:9 Lamsa, 4:11 KJV] 9 It is therefore the 
duty of the people of God to keep the Sabbath….  
For he that is entered into his rest, he also hath 
ceased from his own works, as God [did] from his. 
11 Let us labour therefore to enter into that rest, 
lest any man fall after the same example of unbelief. 
Do we see the connection of knowing God; being 
purified whereby the glory we give actually comes 
from true Sabbath-keeping? It means recreation 
and redemption—a total restoration for those who 
enter in!  
The idea only Jesus can do the work in us is all-
important. We must do our part and cooperate, and 
then “let” by faith, trusting God’s word will 

accomplish exactly what He said it will—a total 
transformation. 
 
• [Gal 2:20 KJV] 20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By understanding we live in 
the anti-typical day of Atonement, everything the 
Scripture has to say can become a reality for the 
earnest seekers of truth! Yet, we must follow the 
principle and prescription given in Leviticus 16 
regarding the typical Day of Atonement: 
 
• [Lev 16:29-31 KJV] 29 Ye shall afflict your souls, 
… 30 [that] ye may be clean from all your sins 
before the LORD. 31 It [shall be] a sabbath of rest 
unto you, and ye shall afflict your souls, by a 
statute for ever. 
 
We are now living in the great day of atonement. In 
the typical service, while the high priest was 
making the atonement for Israel, all were required 
to afflict their souls by repentance of sin and 
humiliation before the Lord, lest they be cut off from 
among the people. In like manner, all who would 
have their names retained in the book of life should 
now, in the few remaining days of their probation, 
afflict their souls before God by sorrow for sin and 
true repentance. There must be deep, faithful 
searching of heart. The light, frivolous spirit 
indulged by so many professed Christians must be 
put away…. The work of preparation is an 
individual work. We are not saved in groups…. 
Though all nations are to pass in judgment before 
God, yet He will examine the case of each 
individual with as close and searching scrutiny as if 
there were not another being upon the earth. 
Everyone must be tested and found without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GC 489) 
 
What does this mean? Remember when Jacob 
wrestled with the LORD in Genesis 32—this was a 
deliberate effort with God symbolizing this idea of 
overcoming sin. The LORD then “got his attention” 
by inflicting discomfort until Jacob completely 
submitted—O such wondrous love! His name was 
then changed and his conversion was complete. 
Like Jacob, we, too, need to wrestle with God daily 
so we might be sanctified and ultimately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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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we accept this message and apply it to our 
lives daily, asking the LORD to forgive our 
conscious sins and show us our unconscious sins, 
we will then see that anything contrary to this 
Gospel is from Babylon: 
• [Rev 14:8 KJV] 8 Babylon is fallen, is 
fallen…because she made all nations drink of the 
wine of the wrath of her fornication. 
When God’s people humble themselves and allow 
the LORD to do the mighty work He’s been wanting 
to do since the judgment began, we will then see 
the fall of the latter rain, and the power of the third 
angel’s message will have its effect—it is 
righteousness by faith in verity. (Rev 14:12 quoted.) 
Is that what you want, friends? 
 
• None but those who have been overcoming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the word of their 
testimony will be found with the loyal and true, 
without spot or stain of sin, without guile in their 
mouths. We must be divested of our self-
righteousness and arrayed in the righteousness of 
Christ. (2SM 380.2) 
 
The ones who refuse to enter into this deeper work 
“will be sifted out—the chaff separated from the 
precious wheat” (2SM 380.2)—and receive the 
mark of the beast. However, those who are faithful 
and have prepared before the trial to come—those 
who are wise virgins and have oil in their vessels, 
have purposed in the their hearts not to defile 
themselves, and are lightened with the glory of the 
LORD—will then proclaim the fourth angel’s 
message with a strong voice: 
 
• [Rev 18:2, 4 KJV] 2 Babylon the great is fallen, is 
fallen, and is become the habitation of devils, and 
the hold of every foul spirit, and a cage of every 
unclean and hateful bird. ... 4 Come out of her, my 
people, that ye be not partakers of her sins, and 
that ye receive not of her plagues. 
Brothers and sisters, we all have friends or loved 
ones who’ve been deceived by the adversary’s 
sophistries or they simply haven’t heard the 
message of Seventh-day Adventism. This now 
needs to change. The LORD wants to prepare a 
group of special forces to launch a major counter-
offensive in the form of a rescue mission to the lost 

sheep of the House of Israel. We’ve been called to 
tackle this challenge with the simple words, “Meet 
it!” We must get back to basics and reach out to 
these dear, sincere folk and make them aware the 
power of the Everlasting Gospel is contained i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us] wise 
unto salvation through faith which is in Christ 
Jesus” (2 Tim 3:15 KJV). 
So I end with the question with which I began: With 
the cancer of the emerging church metastasizing, 
how can you or I have any reasonable hope of not 
being deceived and actually being alive when 
Jesus comes back? I think the answer is clear. We 
need to clearly se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rue 
Gospel and the counterfeit being placed before us 
today—and we need to embrace true, biblical 
Christianity. 
The only way we will possess the discerning spirit 
required to overcome the deception is to be totally 
surrendered to Christ. My prayer is for each of us to 
make the sacrifice and allow self to die compl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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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기도인연합 회보 
 

기도인연합 회보는 각 교회의 기도모임 소식을 전하며 재림교회 성도들의 연합기도를 권장하는 단체인 기도인연합의 

공식회보입니다.  새로 이메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교회 및 간단한 소개를 하여  

admin@prayercoalition.com (제목: subscribe)으로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언제라도 이메일 

받기를 원치 않을경우 제목: unsubscribe 로 하여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 회보 내용에 관한 의견 또는 문의는 

editor@prayercoalition.com 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인연합/ 연합기도운동 안내 

 
우리들과 교회의 영적 각성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자각하며 2007 년 8 월 9 일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이 2007 년 8 월 26 일  2 차 모임을 시작으로 미주와 해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 5:17,  단 10:12) 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때 우리의 교회일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봉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고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연합기도운동에 교회에서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미서부:   253-326-6451   • 626-665-8445  /  동부: 440-600-1857  • 336-340-9274  /  한국: 033-763-1054    

/  일본: 03-5604-5125  /  E-mail: info@prayercoalition.com     

 
 

TEL: 619-758-4006  • FAX:  858-909-8214     

Prayer Coalition    P. O. Box 1216, Delano, CA 93216-1216

Email: 

 

admin@prayercoal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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