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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선지자와 중동의 영적 전쟁
이번 주로 세계 무역 센터가 공격을 당한지 7주년을 맞습니다. 빈 라덴과 알 자위히리Al
Zawihiri가 체포되거나 사살될 때가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껏 그들이 숨어있을 수 있도
록 덮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사야 25:7 또 주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의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
의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 어둠의 수의(veil)가 벗겨져 그들의 숨은 곳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
다!
다니엘 7-11장을 보면, 다니엘 선지자가 금식과 회개, 중보 기도, 그리고 꿈과 환상을 통
해 바사(Persia)와 메대(Medes)의 왕자들이라고 불리는 악령들과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영적 전투는 오늘날도 이슬람 지하드 및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10:13~14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천사장이 스무하루 동안 내 앞을 막았다. 내가 페르시아에
홀로 남아 있었으므로,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 미가엘이 나를 도와주었다. 이제 내가 마지막 때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 주는 것이다.

강한 여호와(YHVH)의 천사조차도 이 싸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 환상은 다니엘의 시
대를 위한 것만이 아닌 우리 시대 곧 마지막 때를 위한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은 재림
직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라크 전쟁에서의 사망자를 계속해서 감소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 드립시다. 또한 테러
분자들과 그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파해지고 있음에 감사합시다. 대부분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 몇 개월간 승리와 안정화로 향하는 전환점이 있었음이 드러납니다.
메시아닉 목회자들
이번 주 메시아닉 목회자들 간의 논쟁, 곧 랍비들의 가르침과 유대 전통을 메시아 예슈아
를 믿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는 많은 이들이 참석했습니다.
약 160명의 이스라엘 출신 지도자들이 왔습니다. 논쟁은 격렬하게 진행되었고, 깊은 고찰
들이 나눠졌습니다. 이곳 성도들이 연합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메
시아닉 연합의 사역과 저희 지도자들의 이메일 네트워크, 또 신앙의 유대적 뿌리에 대한
문제 전반에 균형적 시각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자 훈련과 기도 센터
저희 새 기도-찬양-제자 훈련 센터에서의 사역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월 말
에 기도실을 헌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메시아닉 사역과 사업체
들이 예루살렘 근처의 여기 메시아닉 키부츠 “야드 하쉬모나Yad HaShmonah”에서 협력
한다는 것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도와 비즈니스 사역 등 전 분야의 사역을 증강
시킬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과 간사들이 영과 육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그리스도인들
저희와 함께 레바논의 진실한 성도들 곧 ‘남은 자’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영적
으로나 물적으로나 그들 편에 서기를 갈망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는 동료이자 사도인 O
가 레바논으로 돌아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는 중동 전체 아랍 무
슬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돌파구를 저희에게 전해줬습니다. 저희는 이 곳의 영적 형제
자매들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아하밭 예슈아Ahavat Yeshua의 새 신자들
예루살렘에 위치한 아하밭 예슈아 회중의 새 신자들, 새로 침례 받은 성도들, 예배 드리
러 나오지만 아직 믿음이 없는 이들과 젊은 제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는 에디Eddie 목사와 젊은 쉬무엘Shmuel 전도사가 9명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