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셰르 인트레이터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 3:7-8 (시 95:7-8)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육체적으로 심장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딱딱해지면 뇌졸중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사람을 몹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도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성경 묵상을 통해, 우리는 영과 양심 가운데 들리는 매우 잔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왕상 19:12, 롬 8:16; 9:1).
내적으로 주님의 자극을 느끼면 우리는 즉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굴복하여
순종할 것인지, 저항하여 거역할 것인지. 우리에게는 복종할 부드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저항하게 만듭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 마음을 뻣뻣하고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분노, 범법,
상처받은 자존심, 두려움, 고통, 거절, 거짓말, 용서하지 않음, 정욕 등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고 (마 24:1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딤후 3:1-8).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마음을 지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거나 차가워지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의 영적 “음파”를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
동일한 음파가 완고한 마음에서는 튕겨져 나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받아 그 분께
굴복하면, 그것은 마치 영적 “초단파”처럼 우리의 속사람 안으로 퍼져 마음을 사랑
안에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두움
-패티 저스터 Patty Juster, 발췌

오늘날은 대단한 영적 분별력이 없어도 우리 주변의 어두움을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은 때때로 거의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신문을 읽거나 길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기만 해도 세상이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 60:1-2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덮여있는 이 어두움이 가장 성숙한 신앙인들에게조차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때때로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 영향력은 우리의 혼으로 침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절망과 실망, 우울과 무감각, 현실 안주로의 문이 열립니다.
마치 잠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슈아와 함께 한 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짓눌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위 구절
2 절의 “캄캄함”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는 “아라펠”로 “안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분명하고 혼돈스러운 생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그 어떤 어두움도 우리를 주님의 임재로부터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
139:11-12). 그리고 이사야 9:2 은 메시아께서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슈아께서 캄캄함 가운데 비추는 빛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취도록 그 빛에 초점을 맞출 때입니다.

이집트 폭력 사태
이집트 성서공회 라메즈 아탈라 Ramez Atallah
저는 방금 아시웉와 미니아(이집트 남부의 최대 도시들)에 있는 저희 서점이 완전히
불에 타 무너졌다는 슬픈 소식을 전해 받았습니다. 공격한 사람들은 서점을 방어하는
철문을 부순 뒤 창문을 부수고 불을 놓았습니다. 비슷한 일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오늘까지 교회 15 곳과 기독교 학교 3 곳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군의 지원을 받는 이집트 경찰은 무슬림 형제단 시위대의 대규모 연좌농성 중
한 곳에서 시위자들을 해산시켰고 지금은 더 큰 규모의 시위를 해산시키기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전역의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그 보복으로 광폭한 폭력시위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 몇몇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결코 그들만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기관들과 경찰서, 사유물, 특히 주차된 자동차들도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폭력적 소수가 나라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시도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한 공격인 것입니다.

아이패드 예언
새벽 묵상 중의 계시 하나:
베티: 여보, 성경에 아이패드(iPad)에 관한 예언이 있는 거 아셨어요?
아셰르: 뭐라고요?
베티: 출애굽기 28:6 에 보면 " 그들이 … 에봇(E-Phod)을 짓되 "라고 되어 있어요.
(주: 히브리어에서 E 와 I 는 서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P 와 Ph, A 와 O 가 그런
것처럼.)

간단한 기도 제목
-

금주에 있는 엘라브 Elav 전국 청소년 컨퍼런스에 축복, 열매와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

히브리어 이스라엘 하이 Israel Chai TV 개발에 성공과 지혜가 있도록

-

베잍 네타넬 Bet Netanel 과 두깉 전도센터에 지속적인 간증이 있도록

-

텔 아비브의 팊에렡 예슈아 Tiferet Yeshua 공동체 예루살렘의 아하밭 예슈아
공동체의 성장과 연합을 위하여

-

야드 하쉬모나 키부츠 주택 완공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