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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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조지/ 베니 필립스 

George/Bennie Phil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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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선명히 들려오는 때 

    

    지난주 안식일 예배가 끝나고 한 가정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주 안식일 오후 교회서 식사가 준비되나 그 

안식일은 마침 가정 식사교제의 날 안식일이어서 몇 

가정이 모여서 식사를 나누며 언제나처럼  교회와 선교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식사후에는   

급박해 진 한반도 상황이 언론과 뉴스를 장식한 때였기에 

대화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한반도 문제, 세계의 기독교 

핍박에 대한 이야기등이 포함되었는데 함께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반도의 상황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서 단순한 정치 군사적 측면보다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섭리하실 것을 우리가 

생각할수 있습니다. 3 대째 내려오는 북한의 권력은 오늘날 

세상의 일반적 권력과 달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말할수 

없는 박해로, 영적 죄악의 면을 드러내는 지도자의 

우상화로 하나님 계명에 대한 국가적 배도의 길에 서 

있음을 부인할수 없습니다.  백여년 전 동방의 예루살렘 

이라 일컬어졌던 도시, 세계가 놀란 대 영적부흥의 

산실(産室)이었던 교회, 바로 그 자리에 세워진 다니엘 

3 장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우상은 종국에 그들로 “영영히 

이름이 나지 못하” (사 14:20)게 할 것임을 우리가 보며 

마음아파 하게 됩니다. 그 안식일 오후의 모임에서 한반도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을때 비록 한국인들이 아니지만 

그들 모두가 마음속 깊이 무거운 아픔을 함께 함을 느낄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영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4-15)고 

전파하셨습니다. 여기서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은혜의 칠십이레 기간속에 포함된 예수님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의 때를 말합니다.  영감의 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 준 시기를 말한 것이었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부음을 받으리라”(단 9：24)고 그 천사는 말하였다.  



…예언에 의하면 이 기간은 메시야, 곧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까지 이를 것이었다. 서기 27 년에 예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았으며 곧 이어 

그분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 때에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시대의 소망 233) 

 

   참으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기록된 이사야 61:1-4 

절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에 따라 “때가   

차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창세전부터 예언되고 

선지자의 글을 통해 여러번 예언된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후 급기야 십자가 영광 (요 12:23)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심이 주님께 영광이란 

말을 얼핏 이해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극악한 범죄자들과 

함께 죄인의 모습으로 참으로 수치스럽게 돌아가심이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마음으로 쉽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일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시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출 33:18)라고 요청했던 모세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그분의 이름 ㅡ 이름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삼 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출 34:5-7)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마 27:51) 천지가 

개벽하는 것보다 세상과 우주의 거민들에게 더 크게 

메아리 친 것은 십자가에서 발현(發現)된 그분의 

품성이었습니다.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분의 품성의 

결정을 나타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요 1:14)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죽음보다 강한 사랑에 따른 희생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결합되어 나타난 것 ㅡ 이것이 그 

순간 보여진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품성이었습니다.  

    주지된대로 우리의 연합기도운동의 최종적이고 주된 

목적은 마지막 시대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사명 ㅡ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계 14:7), 

그리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기도를 통해 매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 (히 12:2)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품성이 노력으로 나아지는 것, 경건해 

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매일의 

기도를 통해 자신을 살피는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주님과 동행하는지 깊이 마음을 

살피고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아직도 부족한 자신을 돌아보고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그 

인자함과 사랑에 감사함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우리 

연합기도운동의 진정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진정 영광돌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매일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넉넉히 헤쳐나가게 하는 힘, 순간 마다 

의지해야 할 그 빛ㅡ과연 우리를 포함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이를 실천하고 따르는지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 우리는 기도의 능력과 효력의 가치를 

마땅히 분별해야 할 만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기도와 

믿음은 세상의 어떤 능력이 성취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점에 있어서 똑 같은 위치에 두 번 

처하는 일이 드물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장면과 

새로운 시험을 통과하게 되는데, 여기에 있어서 과거의 

경험은 충분한 지도역할을 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계속해서 빛을 받아야 한다 (치료봉사, 

509)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한지가 9 년이 

됩니다. 아직 확실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단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됨을 바라 볼 뿐입니다. 

우리는 북녁 동포들을 생각하며 망연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 

기도회에서, 각 교회 모임에서 그리고 개인으로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드린 모든 기도의 가시적 응답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때”가 

찼을 때 ㅡ“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막 1:15)는 말씀을 전할 때가 빠르게 

나가옴을 믿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때 주님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눅 21:34-36)는 말씀이 

선명히 들려오는 때입니다. 참으로 칠흑같이 어두어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성이 확연히 재연될 일을 고대하며 

더욱  마음을 살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입니다. 

 

 

한규형  /  기도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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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인연합 2018 년 5 월 정기모임 소식  

  

사회:    정동춘 장로님   

첫기도:  이인석 장로님 (칼레지데일) 

  

성경 말씀 묵상: 김정곤 목사님 (한국 재림 연수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 중에 "오래참음" 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품성이며 

예수님의 모본이었으며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의 삶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의 인물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시험으로부터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사랑하며 기도하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구룹기도에 앞서 김명호 목사님께서 대표 연합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연합기도 제목: 

 

1. 교회와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 준비되도록  

 

2018 북미주 미국인 기도인연합 결성을 위하여 – 2017 

국제재림기도인 연합성회이후 컨터런스 콜로 계속 모이고 

있는 미국인 기도회원들을 중심으로 기도운동이 

확산되도록, 기도운동을 확산시킬 리더가 준비되도록 

 

2. 한반도를 위한 기도  

북한에 자유와 인권이 조속히 회복되도록  

북한에 하나님의 섭리로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한국내 종교 자유 활동을 위한 기도 

 

* 재림청년 군입대 및 의대생 토요시험 날짜 변경 등 

안식일 문제가 해결되도록 (한지만 군의 법정 문제해결) 

* 재림 청년들의 굳건한 믿음을 위하여  

 

3. 10/40 창의 비 기독교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  (성선제 목사님) 일본 마라나타 특별 전도 (2018 년 

5 월): 일본 동경한인교회를 포함한 전국 163 개 교회 

참가하여 5 월 26 일까지 10 회 이상 진행될 전도회를 

위하여 - 전도회 강사들과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하시도록  

  

4. 지역 교회 기관 단체를 위한 기도  

* 기도 회원 / 재림성도들의 건강 회복과 증진을 위하여  

 

끝기도: 김진원 (낙스빌 중앙)  

 

말씀 봉독: 최석근 장로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6) 

   

(글: 류복례)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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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5 월 6 일  기도인 연합 기도회 말씀 묵상 

실제적 경건 – 오래 참음 

 
김정곤 / 한국재림연수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아침에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기도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아래 기사들에 포함된 내용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1. 경건한 사람이 되기 위한 10 가지 훈련 중의 하나. 

2. 기독교 결혼에서 시험 받는 9 가지 믿음의 영역 중의 

하나. 

3. 포기하고 싶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성경 가르침. 

4. 기도 생활의 큰 난관중의 하나,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이 모든 기사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답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 오래 참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전 1:16) j.c. 라일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실제적 경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시대는 “오래 

참음”이 참으로 중요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활에서의 실제적 경건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래 참는 

실제적 신앙을 이 아침에 기도할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래 참음의 헬라어 ‘마크로두미아’는 “오랜 시간을 

견디다”,“농부가 추수 때를 참고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본교 주석은 그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조금함과 

무정함이 팽배한 세상에서 인내 혹은 오래 참음은 귀중한 

특성이다. 오래 참음은 성급함과 격렬한 표현과 생각및 

과민성과 반대된다. 이 단어는 압제 받고 억울하게 

고소당하며 핍박 받을 때 조용히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게 

해 주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한다.“(본교주석 12. 298`299) 

성경은 곳곳에서 오래 참음을 강조합니다. 사랑의 첫 

특징이“사랑은 오래 참고”이고 성령의 열매에서는 “사랑... 

오래 참음”이 동급으로 표현됩니다. 더불어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이자 예수의 모본이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인물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 즉 실제적 경건인 

“오램 참음”의 모본이 나타납니다. 노아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모세는 사람들을, 다윗은 

상급자의 부당함을, 호세아는 아내, 아비가일은 남편을 

오래 참았습니다. 야곱은 악한 자식들을 참아 내었고 

엘리사는 죽을 병 앞에서의 절망을 신앙으로 참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고통스런 사명을 견디었고 다니엘은 

절망가운데서도 회복의 언약을 오래 기도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메시야를 기다렸던 스가랴, 엘리사벳, 침례 

요한이 만남을 기다렸던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평생 기다리며 살아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표상이었던 

모세는 하나님을 “거룩한 인내의 하나님”(4 증언, 

152)이라 불렀고 그의 품성에는 하나님의 특징이었던 

“인내와 오래 참음의 특징”(2 보감, 267)이 나타났다고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모세는 인내력을 잃었다“(부조, 

417)는 것이 그의 실패의 요인이었음이 드러나면서 ”오래 

참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은 

어떻하였을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은 “위엄스러운 인내심과 

거룩한 인내심”(소망, 709,731)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위엄스럽고 거룩한 인내심..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딤전 1:16) 엘렌 화잇은 “예수의 온유와 

인내는 그를 인간 이상으로 높였으며 그는 하나님과 

같으심을 증거하였다.”(화잇주석, 막 15:15~20)고 그분의 

오래 참으시는 성품의 가치를 묘사하였습니다. 그분의 

품성은 곧 우리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은 남은 자손 

에게 인내의 성품이 나타날 것을 “성령의 내주를 아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을 나타낸다.”(화잇주석, 

갈 5:22,23)고 증언합니다. 더 나아가 “사업은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성취되어야 하며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헌신이 나타난다.”(구호, 306)고 강조합니다. 

저는 “41 년 만에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 

받은 남편과 연수원을 방문한 집사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53 년 동안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던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선명히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나가는 말씀 

 

이 아침에..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먼저 기도하는 삶을 흔드는 많은 시험으로부터 오래 참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기도합시다. 이 조급하고 이기적 

분노로 교회조차 더럽혀지는 시대에, 오래 참는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어린양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내가 맡은 작은 

봉사를 견디어 내도록, 소중한 사명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잠시 

후면 깨어날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임을 보여주는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벧전 

3:15) 

 

우리도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사랑하며 기도합시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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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월 연합기도회 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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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월 모임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에 복음화의 문이 속히 열리도록 

마음을 연합하여 기도합니다. 

 

북한의 복음화를 고대하며  

 

북한.  분단의 반세기                                                          

그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의 가족 친척 우리의 동족과 함께 할 반세기를 

잃었습니다. 

       

         

우리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여지껏 그들이 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 아픈것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만큼 점점 더                         

그들이 복음을 접할 시간과 기회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그들의 고통을 나누고자 노력했던 많은 것들이                     

기억속에 사라져 갑니다.  

복음화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진 채  그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재림진리가 처음 이 땅에 들어온 곳입니다.                

초기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활동하며 재림신앙의 씨를 

뿌린 곳입니다.     

           

                             

그 축복의 땅. 그러나 지금은 복음이 잊혀진 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슴 아픈 어둠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이 들어갈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믿음의 성도들이시여                                               

기도의 제단에 모이십시다.                                                      

기도의 향연을 올립시다.  

   

  

마른뼈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살리고                               

북녘까지 이르도록                                                                  

우리 먼저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제단에 모입시다. 

   

  

   

북한을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에 복음의 기별이 들어가도록 기도합시다.                            

북한에 이 시대의 재림기별이 들어가도록 기도합시다  

이로 인해 앞 당겨질 주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인연합   

 

2009 년 8 월 – 2018 년 6 월 

  

 

북한과 한반도를 위한 기도  

  

 

 마지막 시대 한반도 상황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북한의 식량난으로 굶주린 동족을 위해 

 북한에 복음을 수용할수 있는 체제가 들어서도록  

 북한에 재림기별이 속히 들어갈수 있도록 

 북한의 극한 상황 아래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을 위해 

 북한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을 위해 

 이념교육에 세뇌된 북한사람들의 사고가 성령의 

역사로     

 회복되도록  

 탈북 새터민들과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북한선교를 준비하는 개인/단체/기관을 위해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도록  

   

 

 염소 선교 운동 (2018. 6  - ) 

 

인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염소 자급 전도자들을 훈련시켜서 

개척 교회를 시작하는 염소 선교 운동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공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모세도, 다윗도 

야곱도 양과 염소를 기르는 목자들이었으며 바울도 

장막만들며 전도하는 자급전도자였으니 바울같은 

자급전도자들이 많이 배출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오아시스 세계 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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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성수 소송에 관련하여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 

   

안녕하세요. 종교자유와 기회평등을 위한 모임입니다. 

작년부터 국내 모 대학에 재학 중인 한 의대생이 안식일 

시험과 관련하여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학생은 

1 학년 1 학기 중 안식일에 배정된 시험을 다른 날에 치를 

수 있도록 수차례 요청했으나 학교에서 거절했고, 그 후 

해당 시험을 치르지 않아 F 학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중간 단계를 거친 후 그는 결국 모교를 대상으로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교를 상대로 재판을 

한다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고, 힘든 일이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끝까지 잘 버텨주었습니다. 

 

작년에 시작된 재판은 금년 4 월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잠깐의 실망을 딛고 일어나 항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재판은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한 재판이 아닙니다. 이 

재판은 또한 교단의 미래를 위한 재판이기도 합니다. 

많은 자격시험이 안식일에 치러지면서 재림교단 차원의 

위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을 포함한 수많은 

성도들이 안식일에 시행되는 자격시험으로 인해 직업을 

포기하고, 노후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이 

학생이 진행하는 재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좋은 

선례로 남아 이후의 재판들과 관련 법 제정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재판은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한 복음의 

재판입니다. 

이 세상에는 신실한 안식일 준수자가 드러나야 합니다. 

재판을 통해 안식일 진리가 드러나면서 율법의 거룩함과 

영속성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려 뽑은 기별 

2 권에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진리를 옹호하여 안식일 

문제에 뚜렷한 관심을 일으키라’는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통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들어갈 문을 개방시키라’고 하였습니다. 안식일 준수자가 

재판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누군가는 안식일에 

대하여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 사람도 안식일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피해가지 마시고, 부딪쳐 보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교단 측에 알리고, 시험 주관 기관이나 

인권위원회 등에도 안식일 준수자를 위한 배려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보십시오. 그것이 지금 이 상황을 타개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고, 이 세상에 안식일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지금 이 학생이 진행하는 재판을 위해  

2. 안식일 준수를 위해 구직이나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  

3. 안식일 준수를 통한 세천사의 기별 전파를 위해 열렬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외롭고, 힘겨운 길을 가는 이 학생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기를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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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상 / 기도인연합 

           

4. 불행의 문제를 해결할 사상은? 

 

잘못된 사상으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사상밖에 

없다. 루시퍼가 지닌 악惡 사상을 이길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선善 사상이다. 세 천사의 기별이 지닌 핵심 

사상은 하나님의 선 사상이다. 선 사상은 악 사상보다 그 

힘이 강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 사상으로 무장한 남은 

자손은 악 사상 곧 진화 사상으로 완전히 점령된 세상을 

구할 수 있다. 

현시대의 진화 사상이 악 사상이라면 그 반대 사상인 창조 

사상은 선사상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창조 사상을 핵심 

사상으로 삼는 기별로 안식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창조 사상의 중심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선 

사상이다. 

이에 대해 제 2 권 안식일 편 54~59 쪽 ❹ 하나님의 

선하심(지혜와 능력과 사랑=영광)의 증거를 찾음, ❺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과 하나님의 선한 품성을 깨달음에 

관한 주제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이 시대의 불행의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루시퍼의 악 

사상에 뿌리를 둔 진화 사상이라면 그 사상이 발생시킨 

문제를 해결할 사상은 바로 하나님의 선 사상을 중심으로 

삼고 있는 창조 사상임이 확실하다. 남은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는 바로 그 이유가 오직 안식일을 지킴으로 창조 사상 

곧 하나님의 선 사상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대쟁투의 

마지막 시대에 안식일이 중요한 쟁점으로 등장하는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성경은 우리가 악한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한다.요 

8:44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 사탄의 악한 사상에 이미 

물들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자녀는 싫든 좋든 부모의 

형상을 물려받는다. 자녀를 통해서 부모의 악한 행동과 

생각이 무의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나온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사상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여 

선을 행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이것은 이미 악한 

사상이 우리 안에 먼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아를 하나님의 선한 사상에 

굴복하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의 육체는 

악한 사상에 감염된 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와 

의지 또한 악한 본성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받을 수 있다. 

 

❶ ‘창조와 진화’ 논쟁의 핵심은? 

 

한편, 시간이 흐를수록 진화되었다는 생각이 점점 더 

명확히 이 시대에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과거에는 인류의 기원을 다룬 역사와 생물학 분야에서만 

진화를 직접적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지금은 그 영역을 

넓혀 과학의 전 영역뿐 아니라 문화 곧 인간의 생활 전반에 

걸친 분야, 예를 들어 교육, 심리, 철학, 도덕에 이르기까지 

진화론적 해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과거에는 과학 

영역에서 창조와 진화론의 논쟁이 뜨거웠지만 지금은 

인간의 직접적인 생활 영역과 관련 있는 문화 영역에서 그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진화론은 더 이상 과학의 영역에 

국한된 이론이 아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사고방식의 영역적 사상임을 알아야 한다. 

과거의 창조와 진화 사이에 있어 온 논쟁의 핵심이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의 인간의 기원에 관한 문제였다면 현재의 

논쟁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인간이 어디서 

왔는가?’라는 인간의 기원을 묻는 물음은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깨달음을 가져다 

준다. 

자신이 누구인지 안 이후에는 다시금 그렇다면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발생한다. ‘어디로 가야 

하느냐?’의 물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물음이다. 다시 말해 행복을 위한 삶의 방식을 묻는 

물음이다. 

결국 ‘인간은 어디서 왔는가?’의 첫 물음에 대해 잘못된 

답을 하게 된다면 내가 누구인지 잘못 깨닫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행복한 삶의 방법인 양 삼게 

만든다.  

진화론자들은 이 물음들에 대해 정답을 진화 사상이 

내놓았다고 자신한다. 결국 진화 사상이 이 시대에 

발생시킨 불행의 문제는 진화 사상이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가?’의 물음들에 대한 

잘못된 답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현재 그들의 답은 문화 

전반 곧 인간의 생활 전 영역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진화 사상의 문제를 해결할 세 천사의 기별 

또한 그 영향력이 인간의 삶 전반적인 영역 곧 문화 영역과 

삶의 방식에까지 미쳐야 한다. 이것은 남은 자손의 삶의 

방식이 이 시대의 행복 추구 방식과 달라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이 시대가 추구하는 행복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과 다를 뿐아니라 그보다 더 

우월한 행복의 목표와 성취 방법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남은 자손이 직접 자신들의 삶을 통해 

이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 곧 세 천사의 기별을 이 

시대가 간절히 고대할 것이 아닌가? 

앞서 언급했듯이 이 시대의 문제를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이 지니는 의미를 명확히 알기 

위해서 이 시대의 사상으로 확고히 자리 잡고 있는 진화 

사상의 정체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진화 사상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 주위에서 연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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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서 창조와 진화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개신교에서 조직한 창조과학회에서 

자료를 얻으려 하는 실정이다. 개신교에서 주도하고 있는 

창조사역의 방향인 창조과학은 세 천사의 기별이 결코 

아니다. 기껏해야 세 천사의 기별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되는 사역일 뿐이다. 

세 천사의 기별은 과학이 아니다. 우리는 선악의 대쟁투는 

과학의 싸움이 아니라 사상의 싸움임을 알아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만이 

외칠 수 있는 기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 사상으로 

무장할 유일한 방법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❷ 선 사상과 악 사상의 싸움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 

 

무엇보다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 사상인 하나님의 선 

사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뜻은 사상에서 나온다. 사상의 산유물이다. 대쟁투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 사상과 사탄의 악 사상 간의 

싸움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대쟁투의 중요한 역사적 

시기마다 자신의 선 사상으로 무장된 남은 무리를 

훈련시키셔서 악의 사상을 제어하셨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도덕적 수준에서 악한 행동을 

본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다. 

단순히 나쁘고 좋고 착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시대의 문제는 사탄이 하늘에서 

품었던 악한 사상이다. 우리가 가질 사상은 하나님의 선한 

사상이다. 

우리는 대쟁투 역사상 가장 강해진 사탄의 악한 사상으로 

완전히 점령된 세상에 살고 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사탄의 걸작품인 진화 사상으로 불행에 

빠져 고통을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선 사상이 있는 기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기별이 하나님의 선으로 사상화된 기별임을 

알아야 한다.  

이 기별을 전할 남은 자손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가능한 백성이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이루어야 한다. 이 시대의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마지막 대쟁투에서 악의 사상으로 

점령된 세상이 하나님의 선으로 회복됨을 뜻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듯이 이 기별로 악한 세상은 종말을 고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게 될 것이다. 

결국 사탄의 악 사상으로 불행에 빠진 세상은 하나님의 선 

사상으로 무장된 남은 자손이 외치는 세 천사의 기별로 

행복을 찾을 것이다. 루시퍼가 하늘에서부터 제기한 

행복의 방법이 어떤 불행의 결과를 가져왔는지 우주 앞에 

분명히 보여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하나님의 선 사상이 우 

주의 모든 거민을 행복하게 해 준다는 것도 남은 자손들의 

삶을 통해 증명될 것이다. 이런 엄청난 사명이 우리 손에 

맡겨졌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善을 

이루느니라.” 롬 8:28 

“사람아 주께서 선善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 6:8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善을 행하라.” 시 37:3 

이를 위해 겸손히 우리의 악한 자아를 하나님의 뜻과 

사상에 굴복시키고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자. 

계속하여 우리는 다음 장에서 하나님의 선한 사상으로 

무장된 남은 자손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진화 

사상과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하려고 한다. 

 

어디서 WHERE ? 

 

온 세상을 불행의 문제에 빠뜨린 악 사상의 정체 찾기! 

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야 하고 전해야 하는 곳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곧 온 세상 모든 사람이다. 

선악의 대쟁투의 역사에서 세 천사의 기별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한다는 것은 온 세상 백성들이 어떤 공통된 

문제로 인해 불행에 빠져 있음을 의미한다. 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인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최고의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한 시대에 사는 사람들 

다수에게 동시에 불행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은 

사상의 문제밖에 없다. 사상은 감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동시에 많은 사람을 어떤 문제에 빠지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마지막 시대에 문제를 일으킬 사상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사상이 야기시킨 불행의 문제는 또한 사상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단순한 기별을 넘어 

사상의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대의 사상의 문제는 하늘에서 대쟁투를 

일으킨 루시퍼가 지니고 있는 악 사상이다. 그러므로 악 

사상이 일으킨 문제를 해결하는 세 천사의 기별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선 사상이다. 

선악의 대쟁투의 마지막 시대는 성경적 예언으로 보아 

재림운동을 통해 탄생한 남은 자손이 출현하는 시대이다. 

윌리엄 러(William Miller)의 재림운동이 시작한 

것은 1831 년이다. 같은 해 찰스 다윈(Charles Robert 

Darwin)은 진화 사상 태동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비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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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를 시작했다. 1859 년에 <종의 기원>이 발간됨으로 

다윈의 진화론은 공식적으로 세상에 등장하였고, 1863 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세계적인 조직을 

갖추었다. 150 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사상은 명백히 진화 사상이다. 현재 모든 학문은 진화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어 인간의 사고가 진화 사상의 영향 

아래 놓여있다. 진화 사상은 인간의 문화 영역까지 

차지함으로 이제는 삶의 모든 부분이 진화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것은 계 12:17 의 온 세상 백성을 상징하는 

바다 모래를 깔고 앉은 용 곧 루시퍼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미 현시대는 사탄의 악 사상에 점령되어 있다. 

그러므로 남은 자손이 싸울 선악의 대쟁투는 악의 

공격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으로 

점령된 세상을 공격하여 다시 탈환해야 하는 힘든 

싸움이다. 적의 공격을 기다리는 싸움이 아니라 준비를 

갖추고 먼저 공격에 나서야 하는 싸움이다. 이를 위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선으로 사상화된 기별인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해 하나님의 선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되어야 

한다. 현시대만큼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때는 역사 

이래 없었다. 창조주가 존재함을 세상에 알리는 표징인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만이 남은 자손의 자격을 갖출 수 

있음은 그들만이 진화 사상으로 물든 세상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 / 요 / 개 / 념 / 정 / 리 

 

1. 사상(思想, thought)이란? 

 

넓은 의미에서 정신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가리킨다. 

사회(세계), 정치, 인생등에 대한 일정한 견해나 생각으로 

세계관, 정치관, 인생관을 좌우한다. 행동을 일관성 있게 

나타나게 하는 사고체계의 총합으로 품성과 관련된다. 

사상은 개인의 세계관,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기초를 

이룬다. 사상에 따라 세계와 나와의 관계가 달리 설정되어 

나를 둘러싼 세계가 달리 보이게 된다. 또한 선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치관과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인 사고방식에 절대적 영향을 준다. 창조 

사상으로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창조론적 

세계관이고, 선악의 문제와 행복을 판단하는 가치의식, 

관점이 창조론적 가치관이고, 생각하는 태도와 방식이 

창조론적 사고방식이다. 

 

창조 사상 : 이 세계가 창조되었다는 일정한 견해와 

사고체계(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진화 사상 : 이 세계가 진화되었다는 일정한 견해와 

사고체계(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2. 세계관(世界觀, world view)이란? 

 

세계와 인간의 관계 및 인생의 가치나 의의에 대한 

통일적인 관점이다. 인간의 행동 규범에 대한 견해까지 

포함하여 자연·사회·인간에 대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총 

괄적 관점과 견해로 세계관의 내용은 우주 또는 세계 

만물의 기원·본성·발전, 인류의 발생·발전·미래, 인간 삶의 

의미, 인간의 행동과 사고능력, 문화의 가치 등 근본적 

문제에 대한 견해로 구성된다. 

창조론적 세계관 : 우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며, 

자연을 인간의 생존과 행복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다. 나의 행복을 위해 자연에 감사하며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  

진화론적 세계관 : 우주에는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생각한다. 자신의 적자생존을 위해 

자연을 이용하고 경쟁할 대상으로 보는 관점 

 

3. 가치관(價値觀, one’s sense of values)이란? 

 

가치에 대한 관점을 말하며 가치의식이라고도 한다. 

가치관은 사회 사상과 일상생활의 의식의 결합 속에서 

형성되며, 그 개념은 두 가지의 측면을 내포한다. 첫째는 

그것은 어떠한 행위가 옳고 어떠한 행위가 틀린 것이냐 

하는 선악(善惡)의 판단 곧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다. 

둘째는 어떠한 상태가 행복하고, 어떠한 상태가 

불행한가를 판단하는 가치관이다. 양자는 서로 함께 

생활이나 행동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된다. 

 

4. 사고방식(思考方式, one’s way of thinking) 

 

어떤 문제나 현상에 대해 생각하고 궁리하는 방법이나 

태도  

 

‘남은 자손의 정체성’ 편 

 

3 누가 WHO? 

 

세 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에게 위탁된 사명이다. 만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스스로 

남은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남은 자손의 

정체성, 자격,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위에 서 있더라.” 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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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손은?(=남은 자손의 자격, 정체성?) 

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이다. 

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이다. 

Ⅲ.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백성이다. 

Ⅳ.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지키는) 백성이다. 

Ⅴ.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이다. 

Ⅵ. 예수 믿음을 지키는 백성이다.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2017 국재림기도인연합성회 기념 출판  

영의 세계와 그 투쟁   

 

김명호 / 기도인연합 

       

기독교에 영혼불멸설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왜 오해의 소지가 있도록 말씀하셨는가? 

  예수께서는 사후의 세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죽어버린 상태로 이야기하면 서로 대화한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없다. 죽었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는가? 

대화하는 것으로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들이 대화하는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사실을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유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하시는데 비유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면 

대화가 되겠는가? 그래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것 같은 형식을 취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유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예수께서 직접 사후의 일을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유일하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으로 죽은 

가운데서 살아온 사람이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또 나사로는 죽은 후의 상태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예수께서 비유를 통하여 

유대인의 그릇된 내세관을 지적하시는데 죽은 사람들을 

소재(素材)로 하여 이야기하실 때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없지 않은가. 그래서 비유라는 형식으로 이야기하신 

것이다.  

 

  이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비유에 사용한 단어를 오해하지 

않도록 골라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다.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표현하지 

않았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가? 그렇지 

않다.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이라면 다른 것도 비유적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 아닌가?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 나사로가 죽어서 그 영혼이 천국에 

갔다고 하지 않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했다. 

오해할 여지가 없다.  

  부자도 죽어서 그 영혼이 음부에 갔다고 하지 않고 

죽어서 장사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음부에서 눈을 들어 

보았다고 했다. 이것은 영혼이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음부는 헬라어로 ‘하데스’인데 구약성경 ‘스올’을 번역한 

말이다. ‘스올’은 우리말로 ‘음부’라고 번역했는데 

‘음부(陰府)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음택(陰宅)이나 같은 

뜻이다. 무덤을 한자말로 표현한 것이다. 하데스나 스올은 

다 무덤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부자는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최종적으로 불타게 될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 

표현이다.  

  이 비유는 예수님의 창작비유가 아니라고 한다.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는 비유인데 거지 이름만 예수께서 붙이신 

것 같다. 랍비들은 예수께서 하신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이야기한 것이다. 그들이 사용하는 비유를 빌려서 그들의 

사상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누가복음 15 장은 잃은 것을 찾는 데 대한 비유가 셋이다.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 탕자. 그런데 16 장은 

기회를 선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비유이다. 불의한 

청지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이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도 

사람들은 의아해 한다. 예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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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비유는 기회가 있을 때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이 초점이다. 이 목적을 떠나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의도를 왜곡하는 것이 된다.  

  사후 문제는 비유가 아닌 성경 기록에서 많이 찾을 수 

있다. 그 원리에 의하여 비유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비유를 교리로 만들면 안 된다.  

 

2.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눅 23:42,43]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십자가의 강도가 요청한 말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그날 강도가 예수와 함께 

낙원에 갔다는 해석이다. 참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다. 

필자도 옛날 장로교회 다닐 때 그렇게 믿었다.  

  그러나 사후에 대한 성경의 계시를 깨달았을 때 그 

생각이 어처구니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았다.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십자가 상황을 기록한 곳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께서는 

일찍 운명하셨다. 그러나 두 강도는 예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아직 죽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십자가에서 내렸다. 그들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면 

곧 호흡이 끊어졌는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린 채 며칠 씩 고생하면서 죽어가는 것이 당시 

십자가 형벌의 상황이다.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내려놓는 

것은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마침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것이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모세의 글에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다리가 꺾인 채 내려놓았어도 당장 죽었다고 

확언할 수 없다. 그가 예수님과 함께 ‘오늘’이라고 말씀하신 

그날 낙원에 갈 수 없었다는 말이다.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했다. 예수님의 죄 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다. 

강도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고백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응답하신 것이다. 즉 예수께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실 때 그가 예수님이 계신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을 

그날(오늘) 약속하신 것이다.  

  또 여기서 예수께서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라고 

하셨는데, 여기 ‘네’가 강도의 영혼이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예수께서 또 ‘나와 함께’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나의 영혼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어떻게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가? 예수께서 ‘나와 함께’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당신 자신 전체를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이 아니겠는가? 영혼불멸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혼이 낙원에 갈 때에 강도의 영혼을 데리고 간 

것이라고 설명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네 

영혼이 나의 영혼과 함께 낙원에 있겠다.’고 하시지 않았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다. 여기 너는 

강도인 그 사람 전체를 예수님도 당신 전체를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낙원에 가셨다면 온전한 

예수님이 그대로 가셔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예수께서 

땅속에 삼일을 있겠다고 하셨다.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 영혼이 낙원에 

갔다고 아무 곳에서도 계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땅속에 

가셨다고 계시하였다.  

 

[마 12:39,4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40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밤낮 사흘을 땅 속에 

있겠다고 하셨다. 여기에서도 내 육체는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시지 않았다. ‘인자도 땅속에 있으리라.’고 

하셨다. 이것은 요나의 표적을 보인 것이라고 하셨는데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라고 

하셨다. 그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겠다고 

하셨다. 요나의 육체는 큰 고기 뱃속에 있고 그 영혼은 

어디에 있었는가? 요나는 고기 뱃속에서 기도하기를 “물이 

나를 둘렀으되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웠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욘 2:5) 그러면 영혼까지 

두른 물과 나(요나)를 에운 깊음은 다른 곳인가? 여기 

영혼이나(네페쉬) 나(요나)는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육체는 땅속에 있고 그 

영혼이 그날 낙원에 가셨다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과 맞지 않는다. 요나가 육체와 영혼이 다 

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은 요나 전체가 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있다고 하신 

것은 예수님 전체가 땅속에 있다는 것이다. 성경이 영혼과 

육체가 의식이나 인격적으로 다른 개체라고 가르친 곳이 

없다.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그날 그 강도에게 약속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자기 나라에 가실 때에 거기 함께 있을 것을 그날 약속하신 

것이다. 원문 문장도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영혼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영혼이 그날 

낙원에 갔다고 오해할 수 있도록 번역한 것이다. 여기 

원어를 써서 설명하는 것이 괜찮을는지 모르겠다. 

번거롭지만 그렇게 해보면 다음과 같다.  

“오늘 너에게 약속한다. 그 때 네가 내 나라에 있을 

것이다.”란 뜻이다. 원문의 구두점이 문제가 된 것이다. 

원문을 적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이 구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kai;카이 ei₩pen 에이펜 aujtw'/,아우토, 

oJ 호 !Ihsou'",이에수스, !Amhvn 아멘 levgw,레고, 

soi,소이, shvmeron 세메론 met!멭 ejmou'에무 e[sh/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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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jn 엔 tw'/토 paradeivsw/.파라데이소.”이다. 직역하면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에게, 그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말한다, 너에게, 오늘 함께 나와 있으리라 낙원에’이다. 

그런데 “너에게” 다음에 있는 구두점 “, (캄마)”을 “오늘” 

다음에 찍으면 “내가 진실로 오늘 너에게 말한다.”가 된다. 

이 구두점은 헬라어 대문자 사본에는 원래 없다. 훗날 

사람들이 새로 사본을 만들 때 소문자 사본으로 만들면서 

찍은 것이다. 역시 영혼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이 사본했기 

때문에 구두점을 그렇게 찍은 것이다.  

  이 말은 전혀 영혼이 그날 낙원에 간다는 말이 아니다. 

성경 전체의 사상과도 맞지 않는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3.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 19:25~27]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26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7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영혼불멸설을 믿는 사람들은 이 구절에서 욥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고 했으니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영혼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이해한다.  

  그런데 여기 ‘밖에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민(@m)’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구절의 번역도 ‘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KJV 와 NIV 는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했다. 또 

RSV 는 ‘육체로부터’라고 번역했다. “육체 밖에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미베사리(yrI%c;B]miW)”인데 ‘우’는 

접속사 ‘그리고’ ‘미’는 전치사 ‘민’이고 ‘베사리’는 

‘바사르’인데 접속사와 전치사가 접두어(接頭語)로 붙어서 

발음이 달라진 것이다. 곧 육체라는 말이다. ‘우미베사리’는 

위에 말한 대로 KJV 와 NIV 는 ‘육체 안에서’라고 번역했다. 

RSV 는 육체로부터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ASV 는 ‘육체 

없이’라고 번역했다. 한글 번역은 무엇을 참고했는지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했다.  

  요즘 나온 한글로 번역한 성경들을 보자.  

 

[한글 킹제임스] 내 피부에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바른성경] 나의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나는 육체로부터 

하나님을 볼 것이다. 

 

[쉬운성경]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우리말성경] 내 살갗이 다 썩은 뒤에라도 내가 육신을 

입고서 하나님을 뵐 걸세. 

 

[새번역] 내 살갗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뵈올 것이다. 

 

[공동번역] 나의 살갗이 뭉그러져 이 살이 질크러진 

후에라도 나는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카톨릭성경] 내 살갗이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이 여러 번역들을 보라. 개역한글판이나 개정판의 번역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을 제롬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은 25~27 을 

이렇게 번역했다. “나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땅에서 일으켜질 것임을 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내 피부로 둘러싸일 것이며, 내 육체 안에서 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분을 나 자신이 볼 것이며,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내 눈이 볼 것이다. 이 소망이 내 가슴 

속에 확고하다.”(카리서 주석 욥기 26 절 주석에서)  

  그러므로 이 구절을 몸을 떠난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고 

해석하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다. 이것을 육체 

밖에서라고 번역할지라도 지금 병들고 아픈 그런 육체를 

벗어나서 부활한 신령한 몸으로 하나님을 볼 것을 

소망하는 것이다. 영혼불멸을 믿고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 

구절을 육체는 죽어도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는 뜻으로 

해석하기를 좋아할 것이지만 그것은 성경 전체의 사상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본문과도 맞지 않는다. 욥은 

부활할 것을 소망한 것이다. 부활한 몸은 욥이 당시에 가진 

그런 육체가 아니다. 신령한 몸이다. 그가 죽은 후에 하늘이 

없어지면 부활할 것을 그는 믿었다.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욥 14:12) 그때 지금 병들고 아픈 

이런 육체를 떠나서 신령한 몸으로 일어나 그 신령한 몸 

안에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친히 뵈올 것이라는 

소망을 노래한 것이다. 오해하지 말자.  

  근본적인 문제는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한 

말을 믿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녕 죽으리라’고 하신 

말씀은 믿지 않는 것이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라는 

말도 믿지 않고, 이 말을 죽은 육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혼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는 말이 많은데 ‘나’와 ‘내 

영혼’은 별개의 개체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내 

영혼아’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각 민족은 민족 특유의 표현들이 있다. 우리는 

‘내 영혼아’라고 표현하지 않지만 ‘내 마음아’ ‘내 마음이 왜 

이렇지’ 등의 표현은 잘 한다. 그러면 ‘나’와 ‘내 마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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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체인가? 내가 죽으면 내 마음은 살아서 따로 의식 

있는 존재로 생존하는가? 성경에 내 영혼아 하는 표현도 

이런 표현과 유사한 것이다. 그래서 범죄하는 영혼이 

죽는다고 한 것은 범죄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뜻한다. 

성경 전체에 계시한 사상을 옳게 이해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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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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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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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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 성회 말씀 

기본으로 돌아가기 – 첫째 천사의 기별 (Back to Basics - 
The First Angel’s Message) 1 부 

 

알렌 데이비스   

     
I’d like to begin with a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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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a question we all need to ask and, even more 
so, requires an individual and corporate answer. 
I want to look at a passage of Scripture that will 
help us see through the façade of modern 
spiritualism, such that it becomes a shield and 
buckler for us and will help us better understand 
the working of the Everlasting Gospel. 
• [1Jo 4:1-6 KJV] 1 Beloved, believe not every spirit, 
but try the spirits whether they are of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are gone out into the world. 2 
Hereby know ye the Spirit of Go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of God: 3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whereof ye have heard that 
it should come; and even now already is it in the 
world. 4 Ye are of God, little children,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greater is he that is in you, than he that is 
in the world. 5 They are of the world: therefore 
speak they of the world, and the world heareth 
them. 6 We are of God: he that knoweth God 
heareth us; he that is not of God heareth not us. 
Hereby know we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error. 
This passage is for such a time as this in that, 
should we fail to follow it in light of biblical truth, we 
could see ourselves shaken out of God’s remnant 
movement when the final test comes upon us. I 
don’t know about you, but when I look all around 
and see the events transpiring in the world—and 
especially in the church—I believe the shaking has 
begun. That said, God has called me to give you 
the straight testimony our ears need to hear. The 
aim of this message is three-f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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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cus on the solution for the emerging church, 
not the problem 
• Identify the areas God’s remnant people need to 
understand and overcome the problem 
• What the Remnant can do right now to ensure the 
solution is implemented 
The words I intend to share with you today are 
geared to give you the message of Seventh-day 
Adventism, so you might “be established in the 
present truth” (2 Pet 2:12 KJV) and that you might 
be able to discern truth from error. 
In a nutshell, our movement was raised up to be 
part of the finishing work of the final atonement of 
Christ’s ministry in the MHP of the heavenly 
sanctuary: vindicating God’s character, restoring 
the image of God in mankind, and showing the 
world the Jesus of the Bible and how He can 
change lives completely. We must comprehend this 
and what it means to be part of the remnant. 
Simply put, our message is about restoration, not 
just forgiveness. The Scriptures are clear in how 
we are to understand the plan of redemption: 
 
• [Psa 73:11-12, 16-17 KJV] 11 How doth God 
know? and is there knowledge in the most High? 
12 Behold, these [are] the ungodly, who prosper in 
the world; they increase [in] riches. ... 16 When I 
thought to know this, it [was] too painful for me; 17 
Until I went into the sanctuary of God; [then] 
understood I their end. 
 
• [Psa 77:13 KJV] 13 Thy way, O God, [is] in the 
sanctuary: who [is so] great a God as [our] God? 
Today, however, there is a deconstruction of our 
faith happening, and I think we’ll see things more 
clearly as we open both the Bible and the Spirit of 
Prophecy, and look more carefully. 
 
In 1903, our church faced the alpha of apostasy, 
which today we’re seeing the omega along many 
different lines. This alpha referred to the distorted 
theology and work of Dr. John Harvey Kellogg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Dr. Kellogg’s views of the nature of the Godhead 
and his views of pantheism had caused serious 
confusion among those in leadership and the laity. 
These viewpoints set the stage for a serious 
diversion that saw its fruition in the 1950s, and 
today has all but seen a complete eradication of 

our message explicit in the Scripture. Sister White 
had more to say about the alpha:  
 
“The battle is on. Satan and his angels are working 
with all deceivableness of unrighteousness. They 
are untiring in their efforts to draw souls away from 
the truth, away from righteousness, to spread ruin 
throughout the universe. They work with marvelous 
industry to furnish a multitude of deceptions to take 
souls captive. Their efforts are unceasing. The 
enemy is ever seeking to lead souls into infidelity 
and skepticism. He would do away with God, and 
with Christ, who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to teach us that in obedience to God’s will we 
may be victorious over sin” (1SM 194.2). 
Did you catch the crux of this passage? Using the 
subtle deceptions of spiritualism, the devil would 
attempt to: 
 
• Do away with a true reverence for God 
• Do away with the biblical truth how Jesus’ nature 
was the same as ours and how we can have victory 
over sin 
• Do away with true Sabbath-keeping 
 
By subtly removing the people’s understanding of 
these critical issues, the devil attempts to make of 
none effect the sanctuary message. 
In the future, deception of every kind is to arise, 
and we want solid ground for our feet. We want 
solid pillars for the building. Not one pin is to be 
removed from that which the Lord has established. 
The enemy will bring in false theories, such as the 
doctrine that there is no sanctuary. This is one of 
the points on which there will be a departing from 
the faith. (CIHS 11)  
Yet we read in Great Controversy, The subject of 
the sanctuary was the key which unlocked the 
mystery of the disappointment of 1844. It opened to 
view a complete system of truth, connected and 
harmonious, showing that God’s hand had directed 
the great Advent movement, and revealing present 
duty as it brought to light the position and work of 
his people. (GC88 423) 
There meaning of these words is clear. Here we 
find the basis of God’s finishing work. In the 
sanctuary we find the doctrines of true 
sanctification and total victory over “all iniquity.” In 
other words, the carnal mind and flesh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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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come by following the words of John the 
Baptist: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Jn 3:30 KJV). Like Peter, the Apostle Paul boldly 
declared the possibility of being without spot and 
blameless, but he also identified the overcoming 
group as standing in peculiar contrast to all others 
around them. Their zeal in the “good works” of 
obedience would mark them as God’s special 
people. “For by grace are ye saved!” 
Further, the Apostle Paul wrote the grace that 
brings salvation would teach the faithful saints to 
look for the blessed hope of Christ’s coming. They 
would be living in joyful anticipation of His advent. 
This end-time church would separate from the 
covetous lifestyle of the carnal majority and “deny 
ungodliness and worldly lusts.” 
 
However, it appears those who endorse 
postmodern theology would try to convince us the 
idea of overcoming sin in our fallen natures is 
foreign to the Gospel. It appears they would tell us 
we moved away from that position in 1957 with 
Questions on Doctrine and edified it with Dr. 
Desmond Ford’s teachings in 1979 with the 
publishing of Daniel 8:14: The Day of Atonement 
and the Investigative Judgment. More recently, we 
have Dr. Alex Bryan’s book, The Green Cord 
Dream. This evangelical earthquake has rocked 
Seventh-day Adventism. Today we are told those 
who believe the teachings of M. L. Andreasen, 
Ralph Larson, Herbert Douglass, and Dennis 
Priebe on the subject of character perfection have 
departed from true Christianity. 
The postmodern belief is we will never be perfect in 
character until Jesus returns, although Jesus said, 
“Be ye therefore perfect, even a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is perfect” (Matt 5:48 KJV). Until that 
time, we will continue to sin over and over and over 
again being stuck in a vicious cycle of failure and 
confession. 
This thinking threatens the teachings upon which 
our movement was founded. They’re being 
uprooted by those who would see true Seventh-day 
Adventism wither away. And many, many are 
falling for the deception. We then need to get back 
to basics and uplift Christ and the truth His Word 
teaches regarding the Everlasting Gospel! Yet we 
need to understand the basis of the Everlasting 
Gospel. 

• [Mat 24:14 KJV] 14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sha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for a 
witness unto all nations; and then shall the end 
come. 
 
So what is this Gospel? We’re familiar with the term, 
Everlasting Gospel, yet what about the power it 
bestows to those who embrace it? The Scriptures 
declare,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Jn 1:12 KJV). How do 
we embrace it? “The just shall live by his faith” 
(Hab 2:4 KJV), that is, the faith of Jesus. That is the 
only thing that will make us ready; it is an incorrect 
understanding of this sanctifying faith that has 
caused the delay in His coming—an incorrect 
understanding of the intercessory work of Jesus in 
the Heavenly Sanctuary. In 1844 and even today… 
[T]he people were not yet ready to meet their Lord. 
There was still a work of preparation to be 
accomplished for them. Light was to be given, 
directing their minds to the temple of God in 
heaven; and as they should by faith follow their 
High Priest in His ministration there, new duties 
would be revealed. 
 
Another message of warning and instruction was to 
be given to the church. Says the prophet: ‘Who 
may abide the day of His coming? and who shall 
stand when He appeareth? for He is like a refiner’s 
fire, and like fullers’ soap: and He shall sit as a 
refiner and purifier of silver: and He shall purify the 
sons of Levi, and purge them as gold and silver, 
that they may offer unto the Lord an offering in 
righteousness.’ 
 
Malachi 3:2, 3. Those who are living upon the earth 
when the intercession of Christ shall cease in the 
sanctuary above are to stand in the sight of a holy 
God without a mediator. Their robes must be 
spotless, their characters must be purified from sin 
by the blood of sprinkling.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ir own diligent effort they must be 
conquerors in the battle with evil. While the 
investigative judgment is going forward in heaven, 
while the sins of penitent believers are being 
removed from the sanctuary, there is to be a 
special work of purification, of putting away of sin, 
among God’s people upon earth. This work is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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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ly presented in the messages of Revelation 14. 
When this work shall have been accomplished, the 
followers of Christ will be ready for His appearing. 
(GC 424-425, emphasis added) 
 
Many of us talk about the Three Angels’ messages 
of Revelation 14, yet I think we’re at risk of missing 
what the LORD is really wanting to show us by not 
digging deeper. 
 
• [Rev 14:6, 7 KJV] 6 “And I saw another angel fly 
in the midst of heaven, having the everlasting 
gospel to preach unto them that dwell on the earth, 
and to every nation, and kindred, and tongue, and 
people, 7 Saying with a loud voice, Fear God, and 
give glory to him; for the hour of his judgment is 
come: and worship him that made heaven, and 
earth, and the sea, and the fountains of waters.” 
The sanctuary idea itself is set forth in the phrase, 
“for the hour of His judgment is come.” 
 
• The issue of judgment is better understood as 
given in Daniel 8:14: [Dan 8:14 KJV] 14 And he 
said unto me, Unto two thousand and three 
hundred days; then shall the sanctuary be cleansed. 
• The two phrases are synonymous. 
•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ministration in 
the heavenly sanctuary is the foundation of our 
faith. (Ev221) 
• We need also much more knowledge; we need to 
be enlightened in regard to the plan of salvation. 
There is not one in one hundred who understands 
for himself the Bible truth on this subject that is so 
necessary to our present and eternal welfare. (1 
SM 359) 
 
The sanctuary reveals a complete system of truth. 
It reveals our present duties. When we do these 
duties we will be established in the Present Truth (2 
Pet 1:12). When we learn the work, we can finish 
the work. This work is made plain in the sanctuary. 
The devil understands the sanctuary is the key, so 
he tries to remove or hide it. 
  
Let’s examine the following passage from the Spirit 
of Prophecy: 
 
In a special sense Seventh-day Adventists have 
been set in the world as watchmen and light 

bearers. To them has been entrusted the last 
warning for a perishing world. On them is shining 
wonderful light from the word of God. They have 
been given a work of the most solemn import—the 
proclamation of the first, second, and third angels’ 
messages. There is no other work of so great 
importance. They are to allow nothing else to 
absorb their attention. (9T 19) 
 
Fear God 
 
• [Psa 111:10 KJV] 10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 [Pro 1:7 KJV] 7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knowledge: 
• [Pro 8:13 KJV] 13 The fear of the LORD [is] to 
hate evil: 
• [Pro 14:26-27 KJV] 26 In the fear of the LORD [is] 
strong confidence: 
• [Ecc 12:13 KJV] 13 Fear God, and keep his 
commandments: for this [is] the whole [duty] of man. 
• [Pro 19:23 KJV] 23 The fear of the LORD 
[tendeth] to life: and [he that hath it] shall abide 
satisfied; 
• [Jn 15:5 KJV] 5 He that abideth in me, and I in 
him, the same bringeth forth much fruit: 
• [Isa 2:10 KJV] 10 Enter into the rock, and hide 
thee in the dust, for fear of the LORD, and for the 
glory of his majesty. 
It means to know God by having an intimate, 
abiding relationship with Him through Christ! A 
summary passage of Scripture is: [Deu 6:4-5 KJV] 
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5 And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with all thine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ght. 
 
Give Glory to Him 
 
• [Exo 33:18, 22 KJV] 18 And [Moses] said…shew 
me thy glory…. 22 And it shall come to pass, while 
my 
glory passeth by, that I will put thee in a clift of the 
rock, and will cover thee with my hand while I pass 
by: 
• [Exo 34:6-7 KJV] 6 And the LORD passed by 
before him, and proclaimed, The LORD, The LOR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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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ciful and gracious, longsuffering, and abundant 
in goodness and truth, 
• [Num 14:21 KJV] 21 But [as] truly [as] I live, all 
the earth shall be filled with the glory of the LORD. 
• [1Ch 16:10, 24, 28-29 KJV] 10 Glory ye in his holy 
name:… 24 Declare his glory among the 
heathen;… 28 
Give…un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29 Give 
unto the LORD the glory [due] unto his name: 
 
• [Isa 40:5 KJV] 5 And 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 [Mat 5:14, 16 KJV] 14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A city that is set on an hill cannot be hid. ... 16 Let 
your light so shine before men, that they may see 
your good works, and glorify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We are called to perfectly reflect the character of 
God in everything we think, say, and do! 
Through trial and persecution the glory—the 
character—of God is revealed in His chosen ones. 
(AA 576)  
 
The glory of the attributes of God is expressed in 
His character. (COL 115) 
 
But, we have a problem….. 
• [Rom 3:23 KJV]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We need to be reprogrammed so that we might 
perfectly reflect His character! 
For the Hour of His Judgment is Come (“then shall 
the Sanctuary be cleansed”) 
 
[1Pe 4:17 KJV] 17 For the time [is come] that 
judgment must begin at the house of God: and if [it] 
first 
[begin] at us, what shall the end [be] of them that 
obey not the gospel of God? 
• [Eze 9:4, 6 KJV] 4 And the LORD said,… Go 
through the midst of the city, through the midst of 
Jerusalem, 
and set a mark upon the foreheads of the men that 
sigh and that cry for all the abominations that be 
done in 
the midst thereof. ... 6 and begin at my sanctuary. 

• [Ecc 12:14 KJV] 14 For God shall bring every 
work into judgment, with every secret thing, 
whether [it be] 
good, or whether [it be] evil. 
• [Psa 9:8 KJV] 8 [The LORD] sha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he shall minister judgment to the 
people 
in uprightness. 
• [Psa 94:15 KJV] 15 But judgment shall return unto 
righteousness: and all the upright in heart shall 
follow it. 
• [Exo 20:20 KJV] 20 Fear not: for God is come to 
prove you, and that his fear may be before your 
faces, that 
ye sin not. 
• [Psa 119:9, 11 KJV] 9 Wherewithal shall a young 
man cleanse his way? by taking heed [thereto] 
according to 
thy word….. 11 Thy word have I hid in mine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thee. 
• [Psa 139:23-24 KJV] 23 Search me, O God, and 
know my heart: try me, and know my thoughts: 24 
And see 
if [there be any] wicked way in me, and lead me in 
the way everlasting. 
• [Jn 3:3, 7 KJV] 3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7 Ye must be 
born again. 
• [Rom 12:1-2 KJV] 1 I beseech you therefore, 
brethren, by the mercies of God, that ye present 
your bodies a 
living sacrifice, holy, acceptable unto God, [which 
is] your reasonable service. 2 And be not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y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that ye may prove what [is] that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will of God. 
• [Phl 2:5 KJV] 5 Let this mind be in you,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Refer to Jn 3:30) 
• [1Jn 2:1 KJV] 1 My little children, these things 
write I unto you, that ye sin not. And if any man sin, 
we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 
• [1Jn 3:3 KJV] 3 And every man that hath this 
hope in him purifieth himself, even as he is p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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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Jn 3:4-6, 9 KJV] 4 Whosoever committeth sin 
transgresseth also the law: for sin is the 
transgression of the 
law. 5 And ye know that he was manifested to take 
away our sins; and in him is no sin. 6 Whosoever 
abideth 
in him sinneth not: whosoever sinneth hath not 
seen him, neither known him. ... 9 Whosoever is 
born of God 
doth not commit sin; for his seed remaineth in him: 
and he cannot sin, because he is born of God. 
• [Gal 5:16 KJV] 16 [This] I say then, Walk in the 
Spirit, and ye shall not fulfil the lust of the flesh. 
• [Rom 8:4 KJV] 4 That the righteousness of the 
law might be fulfilled in 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 [Gal 5:22 KJV] 22 [And] the fruit of the Spirit is 
[agapé] 
• [Zep 3:13 KJV] 13 The remnant of Israel shall not 
do iniquity, nor speak lies; neither shall a deceitful 
tongue 
be found in their mouth: 
• [Psa 32:2 KJV] 2 Blessed [is] the man unto whom 
the LORD imputeth not iniquity, and in whose spirit 
[there is] no guile. 
• [Psa 34:13 KJV] 13 Keep thy tongue from evil, 
and thy lips from speaking guile. 
• [1Pe 2:1, 21-22 KJV] 1 Wherefore laying aside all 
malice, and all guile, and hypocrisies, and envies, 
and all evil speakings, ... 21 For even hereunto 
were ye called: because Christ also suffered for us, 
leaving us an example, that ye should follow his 
steps: 22 Who did no sin, neither was guile found in 
his mouth:  
 • [2Pe 1:4 KJV] 4 Whereby are given unto us 
exceeding great and precious promises: that by 
these ye might b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through lust. 
• [Jn 1:47 KJV] 47 Jesus saw Nathanael…and 
saith…Behold an Israelite indeed, in whom is no 
gu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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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prayercoal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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