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아의 때
성경말씀: 마24:36-39

배경 설명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인가?
예수님 오시는 때인가?
이때의 특징,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대한 오해
창6: 사람들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심판
창6:1-8, 강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욥1:6; 2:1)
여기의 하나님은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특별 관계에 있다.
신약시대의 성도들, 양자로서의 아들
천사는 창세기 1장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다(욥38:7).
천사들에 대한 오해:
1. 어느 누구도 착하거나 선하기 때문에 하늘(천국)에 가지 않는다.
2.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결코 천사가 되지 않는다.
3. 천사들은 결코 후광을 갖고 있지 않다.
4.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스랍, 그룹
5. 천사들은 육신을 입은 남자들로 나타난다(삿13:9-11; 행1:10; 10:30 등).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
13:2).
6. 천사들은 단순하거나 어리석지 않다.
7. 여자나 아기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천사들의 타락
루시퍼의 타락(겔28의 덮는 그룹)
그와 함께 천사들의 삼분의 일이 같이 타락함(계12:4). 그들이 마귀들이 됨. 신약성경의 마귀들
하나님을 대적함
창세기의 사람 창조
사람의 타락, 여자의 씨
가인
사람들이 불어나기 시작함
마귀의 계략: 인간의 유전자를 교란시켜 메시아 계보를 없애려 함.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즉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 유전자가 변형된 슈퍼 인간들이
태어남
네피림, 거인들
4절이 대단히 중요함. 홍수 때에도 그렇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이런 존재들이 존재함.
그리스 신화의 타이탄 신족, 아틀라스, 제우스, 헤라큘레스 등
단군, 박혁거세, 김수로왕 등
이 당시의 세계 문명, 최첨단, 피라미드(10만명이 20년에 걸쳐 쌓음, 높이가 146m), 스톤 헨지(45톤),
이스터 섬의 석상들(모아이 석상, 90톤 돌), 카르낙 신전들
거인들의 화석
유전자 조작이 가장 큰 관건이다.
12절: 모든 육체, 반인반수
그런데 말세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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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유전자 조작의 시대이다. 다시 한 번 천사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하는 일이 생긴다.
UFO, 유전자 기술, 첨단 기술
에디슨, 마귀들의 통로
외계인
우주 공간에는 다른 생명체가 없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직 이 땅이다.
주님이 여기에 오셨다.
E.T.
증산도
인디아나 존즈
영화 노잉
콘택트
우리나라의 천재들의 대부분, 비정상적이다.
악한 시대가 열린다.
조심해야 한다.
단2:43
유전자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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