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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TC시대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전심․지속

1강 : 전도자의 일심 (빌3:8-21)

2강 : 전도자의 전심 (행27:10-25)

♠ 서론 - 일심(一心)이란, 최고의 가치를(그리스도) 발견하고 본 사람의 삶이다.

♠ 서론 – 전심(全心)이란,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 건 사람의 삶이다.

1. 가장 큰 문제를(끈질긴 사탄의 공격) 보고 그 답을 가진 사람

1. 생명 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

(1) 사탄은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 공격한다.
▶창3장, 6장, 11장, 행13장, 16장, 19장, 개인 멸망상태 6가지
(2) 사탄은 믿는 자들도 끝까지 공격한다(벧전5:7-8).
(3) 사탄은 최후까지 계속 공격한다(창3장→계20장).
(4) 전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분쟁과 분열, 이단누명으로 몰아간다.
(5) 마24-25장, 딤후3:1-13, 마지막 때 일어날 혼란과 고통, 종교와 우상
(6) 결국 3단체들이 일어나 전 세계를 장악하고 혼란을 주고 있다.
(7) 계12:1-9, 마지막 때 큰 영적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2. 멸종 위기에 분명한 답을 가진 사람
(1) 출3:18, 애굽 시대 이스라엘 멸종 위기 때 모세를 통해 일어난 기적.
(2) 바벨론 시대 유다인의 멸종위기 때 에스더를 통해 일어난 기적.
(3) 이스라엘과 로마 시대 일어난 기독교 멸종 위기 때 초대교회와 바울을
(빌3:8-21) 통해 일어난 기적.

3. 재앙시대 막을 답을 가진 사람
(1) 말세 시대에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를 막는 답을 가진 사람.
(2) 앞으로 일어날 후대 시대를 위해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답을 가진 사람.

(1) 지금 사탄은 모든 조직, 문화로 파고 들어서 복음화를 없애고 있다.
(2) 그래서 이 땅에는 재앙, 전쟁이 계속 들이닥치고, 전 세계는 정신병으
로 전부 죽어가고 있다.
▶이런 중요한 이유들을 알고 복음에 생을 거는 것이다.

2. 살리는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
(1) 출3:18을 알아들은 사람을 통해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응답을
주셨다.
(2) 사7:14을 알아 들은 사람에게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역사를 주셨다.
(3) 이 내용을 알고 생을 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정복하는 출
로마의 역사를 이루셨다(행1:14, 행2:41, 행19:21, 행23:11, 행27:24).

3.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
(1) 복음 회복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400년-모세, 800년-이사야, 700
년-베드로, 1500년-마틴루터, 500년-중직자와 렘넌트)
(2) 이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예비해놓으셨다.
(3) 이 천명을 일심, 전심, 지속으로 붙잡으면 세계를 바꾸게 될 것이다.

♠ 결론 – 받을 것이 틀림없으니까 진짜 기도하고 믿음 준비하고 실천하라.
♠ 결론 – 그리스도의 일심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25시 인생도전!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로 일심하는 것이다. 오늘부터 그리스도 일심으
로 영적 서밋으로, 내가 하는 일속에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정체
성을 가지고 25시 인생 도전을 시작하라. 그러면 미래가 보인다.

(1) 실천- 20가지 전략, 선교, 4가지 헌금(지역-교회건축, 시대-RUTC, 세
계 살리는 선교,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에 생명 걸어라.
(2) 지금부터 3단체를 살리고, 앞으로 많은 병자들을 살릴 준비를 해라.
▶이 믿음 가진 사람에게는 틀림없이 역사하실 것이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

① 인생 최고의 가치요 해답인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
도로 일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②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인 사탄의 역사, 복음화를 없애는 멸종의 위기와 재앙 시
대에 그리스도 일심의 답을 가지고 살리는 후대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③ 지금부터 영적서밋으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25시 인생도전을 하게 하옵소서.

① 단 한번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걸 이유와 내용과 방법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전심하는 복음 회복의 주역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② 나의 가는 걸음마다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고 생명과 문화와
복음이 회복되는 천명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③ 지금부터 20전략, 4헌금을 나의 것으로 실천하고 3단체를 살리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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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 전도자의 지속 (롬16:25-27)

언약의 흐름 “RUTC시대 전도자의 삶”
2007년
RUTC시대-Oneness
2011년
전도자의 삶-실천

2008년
RUTC시대-헌신
2012년
전도자의 삶-실현

2009년
2010년
RUTC시대-헌신과 응답 RUTC시대-새로운 시작
2013년
2014년
전도자의 삶-체험
전도자의 삶-일심,전심,지속

♠ 서론 – 지속(持續)이란, 흑암세력을 꺾고 미래 살릴 남을 자의 축복을 찾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이다.
▶지금도 제1의 바벨탑(Demonic Mason), 제2의 바벨탑(Free Mason),
제3의 바벨탑(통합종교, 통합정부, 3단체) 운동은 계속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전도자의 대열에 서라. 이것이 나의 주업이고, 사업은 부업이다.

1. 절대적 필요의 대열에 서라.
▶홀리 메이슨(Holy Mason)-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시선, 시간표, 이정
표, 목표가 집중되어 있다. 이제는 세상 살릴 홀리 메이슨의 대열에 서라.
(1) 성경의 증거- 아브라함(창12:3, 열방), 모세(출3:18-20, 애굽), 여호수
아와 갈렙(수1:1-9, 수3:1-13, 수6:1-20, 수10:12-14), 사무엘과 다윗
(삼상3:1-18, 삼상17:1-47, 블레셋), 히스기야(왕하19:14-35, 앗수르),
엘리사(왕하6:8-23, 아람), 이사야(사43:18-21, 바벨론).
(2) 벧전2:9,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한 백성이다.

2. 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서라.
(1) 영적인 힘을 얻으라(렘넌트 7명, 단6:10-22, 요삼1:2)- 기도의 축복.
(2) 그리스도 안의 보화를 찾아 누리라(골2:2-3).
(엘리트 규모, 복음 규모, 서밋 규모를 갖추라.)
(3) 홀리 메이슨의 3가지 운동을 시작하라(성막 운동, 성전 운동, RUTC).

3. 남을 자의 비밀을 준비하는 대열에 서라.
(1) 롬16:25, 영세 전에 감추어둔 것- 이것을 나의 업에 나타나게 하신다.
(2) 롬16:26, 이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바로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다.
(3) 롬16:27,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 결론 – 전도자의 대열에 선 자는 “천명무패(天命無敗)”응답을 주신다.
기도 제목
① 그리스도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시대 바벨탑 운동을 막는 전도자의 대열
에 서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②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시는 홀리메이슨의 대열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의 보화를 찾아 누리며, 3
운동(성막, 성전, RUTC)의 주역으로 남을 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③ 그래서 천명무패의 증인으로 당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주보 표지용) 메시지 요약 정리
2014년 원단 메시지
RUTC시대 전도자의 체험을 위한 일심․전심․지속
1강: 전도자의 일심 (빌3:8-21)
▶일심- 최고의 가치(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본 사람
의 삶이다.
1.가장 큰 문제(끈질긴 사탄의 공격)를 보고 그 답
(그리스도)을 가진 사람.
2.기독교와 복음화를 없애는 멸종 위기에 분명한 답
을 가진 사람.
3.재앙시대를 막을 답을 가지고 그리스도 일심으로
후대 시대를 준비할 25시 인생 도전의 사람.
2강: 전도자의 전심 (행27:10-25)
▶전심- 생명걸 가치를 발견하고 생명건 사람의 삶.
1.복음화를 없애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보고 생명걸
이유를 발견한 사람.
2.생명 살릴 내용(복음)을 알고 생명 건 사람.
3.생명과 시대와 세상을 살릴 가장 중요한 방법(복
음회복)을 알고 있는 사람.
3강: 전도자의 지속 (롬16:25-27)
▶지속- 흑암세력을 꺾고 미래 살릴 남을 자의 축복
을 찾아 준비하는 사람의 삶.
1.이 시대 절대적 필요인 홀리메이슨 대열에 서라.
2.절대적 응답의 대열에 서서 영적인 힘을 얻고, 그
리스도안의 보화를 찾아 누리며, 3운동(성막,성
전,RUTC)을 시작하라.
3.미래 살릴 남을 자의 비밀을 준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라.
▶전도자의 대열에 선 자에게 천명무패의 응답을 주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