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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회 지난 9일(목) 오전 11시, 천안 생명샘교회(정치유 목사)에

서 새대전 지방회 6월 정기모임 있었습니다.
헌금기도, 축도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
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
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사5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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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 지난 한 주 저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다시 주께 드리오니 이것이 주린 자와 괴로운
자를 돕는 일, 곧 주님의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도우심의
그 은혜와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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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22

23

24

를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귀 기울였으며,

많은 귀한 주제들과 함께 결론적으로,

사후 영이 된 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고통의 상태인
데, 그것은 마치 생전에 팔다리가 생으로 찢어지는 고통과도 같다고,
모든 악과 거짓의 결과인 죄에는 벌이 따르며, 그래서 지옥의 사람들
은 비록 악과 거짓으로 하나 되었어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들 영이
면서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벌 차원을 넘어서는 진정한
고통 중에 놓이게 되며, 그것도 영원히 있게 되는 것이라고, 사랑이신
주님은 그 당시 태고교회 후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절대로 이 지
경까지 가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것이
라고 들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신성, 곧 주님의 선과 진리를 알고
시인, 진심으로 받아들인 제가 이후 엉뚱한 짓을 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마치 깨끗이 씻겨놓았더니 다시 똥오줌 흥
건한 바닥에 뛰어 들어가 좋다고 뒹구는 돼지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
지 않게 하여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 모인,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 말씀에 귀 기울
이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생활과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
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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