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타락했다. 

창 6장~10장

4000년 전
그 무렵, 사람들 중에 오직 노아만은 하나님을 믿고 

좇았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가깝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시끄러워! 미치광이!

뭐! 세상이 
끝난다고?

행 17:24; 행 17:29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고치지 않았다. 



노아의 가족 8명은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방주의 입구를 닫았다. 
드디어 40일 밤낮으로 큰 비가 계속 내렸다.대홍수



땅 위의 인간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없어졌다. 

노아와 그 가족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축복을 받았다.



2000년 전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새로운 세상과 이 세상 끝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나를 믿으라.

신약성경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하였고, 박해하였

고, 끝내는 십자가에 못박아 죽였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이 씻기 위

하여, 피 흘리시며 돌아가셨다. 예수님을 믿는 사

람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

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 



예수님은 일찍이 자신이 

다시 올 것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세상 끝 

날에는 꼭 노아의

시대와 같은 

상황이다..."

눅 17:26~30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벧후 3:6~7

...홍수가 나서 모두가 멸망될 

때까지,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내가 다시 올 그때도 그럴 것

이다. 

당시의 세상은 홍수에 휩쓸려 멸망하였지만, 

지금의 세상은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타서 

없어지게 된다. 



마 2:4, 살전 5:3

세상 끝 날에, 주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시며, 심판의 보좌에 앉으

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신다.

마 2:4, 살전 5:3

때가 가깝다,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

라. 점도 흠도 없는 사람이 되어, 화평 

중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도록 하라.

막 1:15; 벧후 3:14



     
이 소책자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늦기 전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서 죄로부터의 구원인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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