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복음 17 장의 영원한 사랑과 영광
-아셰르 인트레이터
우리는 요한복음 17 장에서 “창세 전에”라는 표현을 두 번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슈아와 아버지께서 함께 영광 가운데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17:5 –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써 … "
두 번째는 예슈아와 아버지께서 함께 사랑 가운데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17:24 – "…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 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예슈아와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두 분께는 완전한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경이로운 능력과 빛과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너무도 경이로워서 두 분께서는 다른 이들도 그들과 함께 하도록 초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는 이 경이로운 상태를 영원히 누릴 천사들과
인류를 창조하셨습니다. 복음은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라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요일 1:3).
서로를 향해 가지고 계시던 것과 똑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 16:27 – "…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사실 예슈아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 17:23 – "… 아버지께서 …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그리고 예슈아께서도 아버지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 15:9 –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은 아버지께로부터 예슈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요 17:22 –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
요한복음 17 장에 나타난 예슈아의 기도는 우리가 영원한 사랑과 영광 가운데
두 분과 함께 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하나님의 길
-단 핀토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성공으로
향하는 확실한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 수 1:8.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숙고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그것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 편에도 비슷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단지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모든 이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 시 1:2. 그러한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와 같을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 시 1:3.
박해 받는 나라에 있는 이들은 성경 한 권을 갖기 위해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거의 성경을 집어 들지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도전 드립니다. 성경 읽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에
스며들게 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과 형통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단 핀토의 갈렙 컴퍼니에 대한 정보를 더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미국 총선
이번 주엔 9-11 쌍둥이 빌딩 테러 사건이 있었던 날을 맞습니다. 매년 9 월
11 일은 나팔절(욤 테루아, 로쉬 하샤나)과 비슷한 시기입니다. 올해는 버랔
오바마와 미트 롬니 두 후보가 펼치는 대통령 선거에 가까워진 시점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미국 정치가 아무런 상관없는 일 같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그 어떤 지위보다도 더
큰 정치적 영향력과 권위를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모든 나라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식지가 16 개 언어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기에서 특히 미국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 미국 대통령, 상-하원 및
주(州) 선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단 2:21 –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
단 4:17; 4:25; 4:32; 5:21 –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
하나님께 우리들의 정부에 개입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께서 우리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아하밭 예슈아 이사
-아리엘 블루멘탈
저희 예루살렘 공동체 아하밭 예슈아(예수님의 사랑)가 이사를
갑니다! 저희는 현재 캠프에서 짐을 꾸려 하나님의 불기둥을 따라 이 도시
남쪽의 상업/산업 지구로 옮겨갑니다. 저희 회중이 생긴지 7 년 만에 5 번째로
갖게 되는 모임 장소입니다. 매번 옮길 때마다 저희는 하나님의 손이 저희를
점점 더 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 옮기면서 저희는
저희 모임시간도 금요일 오후에서 토요일(샤밭) 오전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벌써 저희 회중의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많은 이들의 마음에 그들의 헌신과 참여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라”고 감동시키고 계심을 봅니다.
어린이 프로그램을 위해 새로이 섬길 이들이 있고 비전(저희 회중에는
어린이가 많은데 또 10 월에 5 명이 태어날 예정입니다!)도 있습니다. 현재
매주 토요일 예배 후에 함께 하고 있는 정기적인 점심식사 교제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스탭진, 모임에 오고 가기 위한 차편이 필요한 이들에게
교통수단을 돌봐줄 (예루살렘에는 안식일에 대중교통 운행이 없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과도기 동안 스탭들과 회중, 연합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새로움을 깊이 체험하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9 월 유투브 동영상 강의
제목: 영광의 왕
설명: 예슈아께서는 세상을 단지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강의에서 아셰르는
구원자와 왕 되신 예슈아의 이중 정체성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고 여러분이 예슈아의 왕국에 대한 이해를 바꾸게 될 메시지를 받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www.youtube.com/user/ReviveIsraelTV 에 들어가 스크롤을 내려서 영광의
왕(King of Glory)을 찾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