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 do it (그냥 하라)
-아셰르 인트레이터
매일 신앙 생활의 비결 중 하나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변명
없이. “그냥 하라!” 이는 “기분 내키면 하라”는 보편적인 태도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대체로 전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종종 죄
짓는 일이나 이기적이 되기는 그 순간에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눅 9:23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
“장난하십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라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기 보다는 자아도취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저는
그에 대해 평안을 느낍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예슈아를 따르는 첫
걸음입니다. 그것은 자부심과 정욕, 게으름, 염려 등에 대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슈아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 마 6:10. 그렇게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아닌 우리 각자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 7: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슈아께서는 이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지만,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 7:24, 26).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저는 어느 쪽일까요?

기도의 용사들
-프랜시스 프랜지페인(Francis Frangiapane)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눅 18:1-8). 우리가 뭔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대부분은
인내하면서 응답을 받을 때까지 쭉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처럼 되기를 원하시기에 성품을 변화시키는 전투를 마련해
두십니다.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변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먼저 변화시킬 것입니다.
기도의 용사를 떠올릴 때면 대체로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혹은
친할머니를 연상합니다. 그들은 어린 손주의 미래에 대해 추측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그의 미래를 창조합니다. 그들은 손녀 딸이 과연
잘 해낼까 궁금해 하지 않고 잘 헤쳐나가 승리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은
아이의 음주 문제로 슬퍼할 틈이 없습니다. 아이가 놓이는 것을 보기 위해
“하늘에 폭풍을 일으킵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지상에서 가장 무섭고 능력 있는, 마귀를 쫓아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들입니다. 실로 그들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창조자들입니다!
창조하느라 너무 바빠서 미래에 대해 결코 궁금해 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용사들은 가족과 교회, 도시를 위해 믿음으로 보초를 서도록 하나님께서
배치하신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왕들보다 강하며 군대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고모 할머니, 이모 할머니, 혹은 친할머니도 어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같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필요들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기도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결단할 차례입니다. 영어로 전문을 읽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호킹, 이스라엘을 보이콧하다

영국의 아주 반-이스라엘적인 신문인 가디언 Guardian 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Stphen Hawking 이 쉬몬 페레스 Shimon Peres
이스라엘 대통령이 예루살렘에서 개최하는 컨퍼런스를 보이콧하기로 한 뒤
이와 같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가디언은 이를 게재하면서 “호킹의 결정은 이스라엘 학계를 겨냥한 투자 철회
및 제재 운동에 있어 또 하나의 승리로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투표 결과를 보시려면, 여기로 가십시오.

성공회 대주교
신임 성공회 대주교 저스틴 웰비 Justin Welby 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에
사업가였으며 런던에 있는 복음주의적인 브롬튼 교회(Brompton Church)
성도였다가, 빠르게 교회 리더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는
친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 시리아 미사일 기지를 폭격하다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의 상황은 긴박합니다. UN 은 이 두 나라 사이의
완충지대에 있는 UN 군을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사일 및
화학무기 기지 폭격에 대한 이스라엘 언론의 관점과 아셰르의 기도 안내를
담고 있는 3 분 54 초짜리 비디오를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샤부옽
오순절(샤부옽) 철야 금식기도회를 생방송으로 보시려면 여기를 보십시오.
기도 제목과 찬양을 보시려면 여기를 보십시오. 이 링크 주소를 친구들과
기도 모임에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이 이스라엘 시간으로 5 월 14 일 밤 10 시부터 15 일 오전 10 시까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행 1:14) 저희와 함께 하기를 기대합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내렸던 것과 똑 같은 불이 내려(행 2:1-4) 마지막 때의 전세계적
부흥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중보할 것입니다 (행 2:17).
[이 행사에 대해 한 번 밖에 광고를 못 했는데도 이번 한 주 동안 10,000 명이
넘는 개인과 단체가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셰르 부부의 미국 방문
아셰르와 베티는 5 월 31 일 금요일에 티쿤 아메리카 컨퍼런스 Tikkun
America Conference 에서 사역을 할 것입니다. 폴 윌버 Paul Wilbur 가 예배
인도를 할 것입니다.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www.tikkunamerica.org
아셰르와 폴은 6 월 2 일에 실버 스프링 Silver Spring 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Immanuel’s Church 의 오전 8:30 과 11 시 예배도 섬길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길 등 정보를 보시려면, www.immanuels.org 를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