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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곱 가지 진리 (1부)
-코디 아처

적그리스도, 짐승의 표, 진노의 대접들, 전쟁, 기근 등의 단어들은 여러분 안에 두려운
감정을 일으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믿음과 이런 주제에
대한 무지는 미래에 대한 염려와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주제를 완전히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때 예언을 둘러싼 사건들에 우선적인 초점이 있는
장이 150장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의 최종 승리 (요 16:33)와 주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 (계 12:11)가
되도록 돕기로 작정하신 것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곱 가지 진리가 여러분이 앞으로 다가올 어려운 때에 대해 내적 평안을 갖고
견디도록 도울 것입니다.

1) 믿음 없음을 회개하라.
두려움의 뿌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삶 가운데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회개하고 믿기로 선택하고, 믿음을 더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눅

17:5) 합니다. 우리를 돌보기를 좋아하시는 선하시고 미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겨자씨를 가지고 불가능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2) 선택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요 15:16; 요일 4:18-19)!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 주시는 은혜와 긍휼의 선물을 받습니다 (엡 2:4-9). 사람의 공로나 노고는
제아무리 크더라도 우리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
영으로 인 치시면, 아무 것도 여러분을 그 분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롬 8:3539). 그 분의 품 안에 안전합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사탄과 우리의 육신과 세상과
마지막 때의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3) 예슈아의 리더십은 완전하다.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주어진” 이나 “권세를 받은” 같은 단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22회).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적그리스도가 그들의 악한 뜻을 행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계
6:4; 13:5,14). 하나님께서는 결코 놀라시거나 허를 찔리시지 않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당신의 목적을 위해 사탄의 계략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리더십에 있어 결코 실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시며 완전히
신뢰받으실 만하십니다 (눅 12:7). 우리로 하여금 겪도록 허락하시는 환난의 분량조차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 이상이 아니며 (고전 10:13), 오는 세상에 그분과 함께
다스리도록 (계 20:6) 궁극적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정결케 할 것입니다 (단 11:35; 계
19:7)
4) 교회는 예슈아의 최고 우선순위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슈아께서는 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가운데 계신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는데, 이것은 이 일곱 교회의 회중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계 1:12-13,20; 2:1).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올 마지막 때
심판들을 계시하시기 전에 먼저 예슈아께서 교회 (에클레시아)에 가까우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전반에 걸쳐 있는 나머지 사건들에 대해서도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슈아의 최고 우선순위는 당신의 교회이며 (마 16:18)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히 13:5).

사탄의 왕국을 분열시키라

이 메시지에서 아셰르 인트레이터는 영적 전쟁에서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즉 “사탄의
왕국이 분열되고 붕괴될지어다!”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시청해 보십시오!
*자막 –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포르투갈어, 한국어, 프랑스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