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보는 마지막 때
-아셰르 인트레이터

마지막 때에 다가올 주요한 사건들이 세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환란
2. 재림
3. 천년왕국
환란은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 국가들의 공격으로 막을 내리는, 일련의 세계적
곤경들을 말합니다 (마 24 장). 재림은 예루살렘이 대적들의 손에 점령 당하기
바로 직전, 최고조의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슥 14 장). 천년왕국은 평화와
번영으로 가득한 천 년 동안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왕국으로, 예슈아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때를 말합니다 (계 20 장).
“환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성경의 예언서에 나오는 야곱의 “환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렘 30:7, 단 12:1). 이 기간 동안에는 환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흥,
복음 전파, 초자연적 보호, 교회의 성결,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같은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재림은 예슈아께서 악의 세력을 멸하는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으로서 “막판”에
개입하심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계 19 장). 그 때 마귀들은 쫓겨날 것이고
죽은 자들의 첫째 부활이 일어날 것이며, 참된 신자들은 초자연적으로
“옮겨져서” 예슈아를 이 땅에 다시 맞게 될 것입니다.

이 엄청난 전쟁 후에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이 왕국의 정부는
예슈아께서 다스리실 것이고, 그 분과 함께 다스릴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공의로운 사회 안에는 평화와 번영, 그리고 정의가 가득할 것입니다.
1 세기 동안도 역시 세가지 주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사건). 이 세 가지 사건들은 모두 봄에 있는 절기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오메르, 칠칠절). 그러므로 마지막 때의 사건들은 가을
절기 때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성경 논리에 맞을 것입니다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장막절).
가을 절기들과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연결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나팔절= 환란
2. 속죄일=재림
3. 장막절=천년왕국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상황들은 이미 이 세 가지 사건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이 과정을 여인의 해산에 비유하셨습니다. 진통은
가볍게 시작되지만, 점점 격렬해지고 점점 더 빨라집니다 (요 16:21).
우리 앞에 놓인 이 때를 능히 이겨내고 견고히 설수 있도록 회개하며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폴 윌버 Paul Wilbur

아래에 저희가 만든 새로운 영상들을 볼 수 있는 유투브 채널이 링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아셰르와 베티를 초대 강사로 드렸던 플로리다
잭슨빌 Jacksonville 의 9 월의 “첫 번째 금요일” 샤밭 특별 예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 지금 이 시대에 불고 있는 쇼파르의
예언적 의미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곧 오실
예슈아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이 영상을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http://youtu.be/_Jb3OYz84gI

속죄일 (욤 키푸르)

10 월 3-4 일에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다섯 개의 공동체가 욤 키푸르
컨퍼런스로 야드 하쉬모나 Yad Hashmona 에 함께 모입니다. 예배와 금식,
중보기도와 교제의 시간입니다. 컨퍼런스에 비용 때문에 참석하는 것을
주저하는 많은 가정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부탁 드립니다. 후원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가자 시민들이 하마스에 대항하는 발언을 하다
-Gatestone Institute

전세계 언론은 Protective Edge 작전으로 사망한 가자 시민들의 희생을 두고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한 기자가 가자 시민들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지를 듣고자 인터뷰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가자의 TV
프로듀서인 M 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하마스는 우리(팔레스타인 사람들)를 죽이고 높은 건물에서 젊은 이들을
던져버리는 등의 방식으로 가자를 점령했습니다. 살인과 권력, 이것이
하마스를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하마스 지도자들은 이집트의 휴전 제안을
거절했고 이스라엘에 더 심한 공격받은 다음, 전쟁이 멈췄을 때는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추악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시체들이 필요했습니다.
서구 언론은 희생 당한 가자 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마스의 전략은 성공했습니다. 물론 하마스는
우리가 죽거나 말거나 상관치 않았고 다만 원하는 바를 이루면 된
것이었습니다. 카타르의 셰이크 sheikh 가 하마스의 신입니다. 그가 하마스에
엄청난 재정을 지원하고 할 일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전문을 읽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gatestoneinstitute.org/4706/gazan-hamas-war-crimes

야드 하쉬모나 건축 소식

야드 하쉬모나에서 진행 중인 건축 프로젝트가 이제 흥미진진한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집들과 포도농장의 기초를 위해 엄청난 양의
시멘트가 부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되고 있는 건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께 이 메시아닉 키부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동 소식

납치범들이 잡히다- 3 개월에 걸친 정보 요원들의 복잡한 작업 끝에,
이스라엘의 보안 부대는 마르완 카와스메 Marwan Kawasme 와 아마르 아부
아이샤 Amar Abu Aysha (둘 다 30 대)의 피신처를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최근
가자 전쟁의 도화선이 된 세 명의 이스라엘 청소년들을 납치하고 살해한
용의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 경찰은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

헤브론 Hebron 에 있는 한 주택을 포위했습니다. 무기를 쏘며 나온 그들은
즉시 경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시리아 전투기 격추- 수요일 아침 9 시에 시리아의 MIG 전투기가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는 것이 레이더에 잡혔습니다. 당국은 이스라엘 국경선을 넘었을 때
가로막기로 하였습니다. 80 초 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 전투기에
명중했습니다 (미사일의 가격은 한 발에 2 백만 달러).
모사드의 특수 요원 사망- 이번 주에 이스라엘 모사드에서 50 년대부터
80 년대까지 복무했던 전설적인 특수 요원 마이크 하라리 Mike Harari 가
사망했습니다. 그는 모사드의 비밀 임무 대부분(예를 들어 1973 년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올림픽선수들을 살해했던 “검은 9 월 Black
September”라는 테러집단을 잡아 암살하는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는
스파이 영화나 소설에서만 볼 수 있는 일들을 현실에 만들어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