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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6, 11 안식일

꿈과 계시

영원하신 창조주께 성결!
로이 렘키에 의해 출판된
제닝 소트롱의 꿈과 계시
안식일을 포함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빌라델비아 교회, “남은 무리”
예수의 믿음 : 예언의 신
영원하신 창조주께 성결!
No. 1

꿈과 계시

1) 1990년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셨
습니다 :
이제 26년이 되었습니다.

2) 라오디게아에게 더 이상 주인이 없게 된

지가 이제 26년이 되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예수님, 생명의 왕자를 더 이상 주인으로 모
시고 있지 않습니다.
3)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에서 나오셨고 그분의
신실한 이들을 배도한 이 교회에서 나오라고 부
르셨습니다.
4) 그분의 신실한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분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No. 2

꿈과 계시

:
1) 그때는 한 안식일 아침이었습니다. 한 계시에
서 저는 키가 크고 위엄있으신 예수님을 보았는
데, 그분의 옷은 눈부시게 흰 옷이었습니다.
계시

정정본

2) 그분께서 제게로 오셔서 그분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3) 저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손에 키를
드시고 제가 이 안식일 아침에 있던 이 교회에서
키질을 하고 계셨는데, 저는 이 교회에 등록된 한
신자이었습니다.
4) 그분께서 키질을 시작하셨고 도처에서 키질하
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걸어가시면서 키질
하시는 것을 보았고 그분께서는 멈추지 않으셨습
니다.
5) 저는 가라지가 스스로 날려 키에서 땅으로 떨
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 낟알들은 가벼
웠 음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날려
땅으로 또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6) 그분께서는 프랑스 이 세인트 쥴리엔 교회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여전히 키질을 계속하시어, 키
질할 것이 없으심을 제가 볼 때까지 그리하셨습
니다. 키 안에는 더 이상 낟알들도 가라지도 없었
습니다.
7) 그 계시에서, 저는 땅에서, 이 예배 장소를 채
우고 있는 그 모든 낟알들과 가라지를 보았습니
다.
8) 예수님께서 제게로 오시어 그것을 제게 설명
하시고 이르시기를
9) “보아라! 한 알곡, 한 알곡이 키에 남았
고 다른 것들은 땅에 있어, 멸망할 것이다.”

10)

“그것은 내가 찾은 유일한 알곡, 유일하

게 좋은 알곡임을 네가 본다.”

11) 저는 이 진술에 감동받았습니다.
12) “이 알곡은 너이다, 그것은 너이다.” 그분
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13) 제가 본 것을 제게 계시하신 후에, 예수님께
서는 이 교회에서 나오셨고 모든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들에서 나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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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3

꿈과 계시

1) 저는 계시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예수님
께서 프랑스 콜롱스 교회, 프랑스 아네마세 교회
에서 나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2) 그분께서 나오실 때에, 저는 영광이 그분을 따
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한 촛대를 드시
었는데, 그것이 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분
께서 나오고 계셨고 그 촛대를 가지고 가시자, 라
오디게아에는 더 이상 그 촛대가 있지 않았습니
다. 이 아래의 흑암 중에 있는 이 교회들을 그분
께서 떠나셨습니다.
3)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를 바깥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제게 오셔서 내밀히 제게 말
씀하셨고 프랑스 세인트 쥴리엔 이 교회에서
나오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들에 더

그분께서
는 결정적으로 그들에게서 나오셨습니다.
4) 그분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들은
이상 계시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수면 속에서 죽었다.”
“이 교회들은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교회들이다.”

5) 그분께서 이 기별을 제게 전달하셨고 그것을
출판하라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
6) 성도들은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습니다!
나오십시오!

분리하십시오!

7)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별은 전 세계

로, 모든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들로
가야만 한다.”

8)

“이 교회들과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

령을 거스려 범죄하였다.”

9)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거스리

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이다.”

10) 예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이들은 그들 가운
데서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는다는 이 기별을 모
든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들에 전달하라고
제게 청하셨습니다.
11) 그후 계시록에 계시된 것이 이어졌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토해내쳤노라.”

12) 그때 이후로, 신실한 이들은 그 속에서 나왔
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빌라델비아 교회,
영존자의 “남은 무리”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현대 이스라엘

이라고 이름 붙이셨습니다.
13)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예수님께서 이 기별
후에 5%가 “남은 무리”를 형성함을 제게 계
시하셨습니다.
6) 다른 이들, 배도한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닝 소트롱

따로 있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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