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산을 옮기는 것일까?
탈 로빈, 아셰르 인트레이터
믿음과 기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
다. 믿음과 기도의 능력에 관한 가장 고무
적인 구절 중 하나는 마가복음 11:23-24, …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
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입니다.

이 범용 영적 원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삶의 모든 면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주차 공간을 얻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사실 예루살렘이나 텔
아비브 거리에서 주차공간을 얻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차 공간보다 훨
씬 더 중요하고 예언적인 산들도 있습니다.

예슈아께서 “이” 산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당시 주
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산” 가까운 곳에 서계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분의 영적
권위와 그분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 일에 대해 따지는 종교지도자들과 직면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예슈아께서 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스가랴 4:7,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
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를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이 예언은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일할 때 모든 장애물이 스룹바벨 앞에서 제거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슈아께서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믿음의 기도의 궁극적인
의미,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있어 모든 장애물을 없애는 것일
것입니다.

이사야 2:2-4도 하나님의 나라를 산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34-35, 44은 적그
리스도의 나라들이라는 거대한 신상이 마지막 때에 한 초자연적인 돌에 의해 부서지고,
그 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산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15은

하나님의 계획의 마지막 비밀은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하나로 합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모든 능력을
없애고 우리 세대에 주님의 권속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저 산을 옮깁시다.”

파테르와 파트리아
그레타 마브로
그리스어 “아버지”와 “가족”이라는 단어 사
이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3:14-15,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버지(πατήρ/파테르)는 가족/족속(πατριά/파트리아)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되는 단어입니
다. 파트리아는 파테르라는 이 어근 없이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가족/파트리아는
그것이 그 아버지/파테르에 뿌리를 둘 때 시작되고, 함께 지탱되고, 커갑니다. 가족과
아버지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4:6 -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바울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예슈아(예수님)의 아버지, 또한 우
리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습니다. 우리는 아들된 신분으로 메시아와 이어졌습니
다. 우리 주 예슈아의 아버지는 하나님 곧 만유의 아버지십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의 공
통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26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모
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고 선포합니다.

샤히드

최근에 아랍계 이스라엘 시민권자 소녀 둘
(하딜(14), 누르한(16) 아와드)이 오후 방과
후에 예루살렘 마하네 예후다 시장으로 향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무기”인
가위를 꺼내 들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광경
이 벌어졌는데요, 그들이 한 무고한 보행자
를 찌른 다음, 무장한 이스라엘 국경수비병
을 “공격”하러 돌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총격을 받았고, 누르한은 중상,
하딜은 죽었습니다.

두 소녀 모두, 이스라엘 의료혜택, 사법권, 선거권, 교통, 사회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
는 권리를 수여받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들은 압제당하지도 않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고전적인 팔레스타인 테러리즘은,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의 정치적 의제에 주의를 끌
기 위해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ISIS의 노력은 테러를 훨씬 넘어서는, “지하드”라는
용어가 더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 세계에 강제로 이슬람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이기보다는 종말론적입니다.

그러나 하딜과 누르한의 행동은 테러도 지하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실제적
인 의제를 추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었을 뿐입니다: “천
국”에 가는 것. 이 소녀들은 너무나 세뇌당해서, 자기들이 이스라엘 경찰관으로 하여금
자기들을 죽이게 하면, 그 즉시 낙원 입장권을 얻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행위는 의도적인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들의 동기는 샤히드, 즉 순교자가 되는 것이
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아랍계 이스라엘인 사회의 부모들과 친척들 중 몇 사람이 나서서
그런 병든 행동을 부추기는 교육과 또래집단의 압력에 대해 시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디오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aw8eYodVrVs&oref=https%3A%2F%2Fww
w.youtube.com%2Fwatch%3Fv%3Daw8eYodVrVs&has_verified=1

중국과 프랑스로부터 근황보고
프랑스

유발과 말렉은 프랑스 툴루즈에 일 주일 동안 사역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유발은 이스
라엘의 절기, 교회, 마지막 때를 주제로 약 50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하루에
4시간씩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 유발과 말렉이 참석한 모임에서, 유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마엘과 이삭의 부르
심에 대해 말씀을 가르쳤고, 말렉은 자신의 간증을 나눴는데요,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들은 함께 기도 시간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이었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예슈아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한다는 단순한 사실
만으로도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

아리엘, 탈, 예레미야, 코디는 아시아에서 열매
가 풍성한 사역 여행 중입니다. 이들은 12월 8
일에 돌아오기 전 이번 주말에는 홍콩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들과 이들의 가족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아리엘이 한국에서의 그들의
시간에 대해 보고하는 동영상입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www.youtube.com/watch?v=UUsziYI
WOCg&feature=youtu.be

빵과 포도주 ( 2부 )
주님의 최후의 만찬에서의 빵과 포도주에 대해
강의하는 2부로 된 강의 중 이 2부 강의에서
아셰르 목사님은 예슈아의 피인 포도주의 의미
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에서 이 포
도주을 먹을 때, 우리는 정말로 무엇을 선포하
는 것일까요?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설교, 중국어 통역)
https://youtu.be/LMHUBowezJ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