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다니엘 저스터
저는 요한계시록이 예슈아의 재림 직전 마지막 날들
에 있을 심판에 대한 그림을 제공해 준다고 믿습니
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핍박 받고 있는 믿는 이들
에게 도움과 위로를 주며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모든 시대에,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일곱 인들은 역
사의 여러 시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곱
나팔과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으로 넘어갈수록 심판의 정도는 역사에 나타난 그
어떤 것도 능가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패턴은 유월절과 출애굽 때 이스라엘의 구
원사건에서 발견됩니다. 재앙들이 유사합니다: 물이 피로 변함, 흑암, 곤충(초자연적 규
모의 메뚜기떼), 악성 종기, 독한 종기, 죽음(계 8, 9, 16장). 일곱 나팔의 심판은 진노의
대접 심판과 다소 유사하지만, 진노의 대접이 더 강력하고 더 큰 참사입니다(계 16장)

심판 가운데 구원
요한계시록 7장에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표를 받은 남은 유대인 남
자 144,000명에 대해 읽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
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모든 족속과 나라에서 구원받고 보좌 앞에 선 사람들에 대해
읽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영존하는 복음이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됩니다
(14:6). 이것은 마지막 진노의 대접 심판 전에 공표됩니다. 정말로, 예언자들−이들의
사역은 모든 재앙을 불러 내렸기에 모세와 아론의 사역과 유사합니다−의 죽음 후와
일곱 번째 나팔 전, 예루살렘은 하나님께 (그리고 의미상 예슈아께) 돌아섭니다. 이 강
력한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십분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칠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계 11:13)

이 성은 예루살렘이라고 확인되지만, 소돔(에스겔도 예루살렘에 대해 이 이름을 사용했
습니다, 16장)과 같이 되어버린 도성입니다. 그런데 이 성이 하나님께 돌아섭니다. 이것

은 마지막 심판들, 즉 진노의 일곱 대접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올 크고 두려운 날들
그 사건의 진행은 출애굽기와 아주 비슷합니다. 이 모든 일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백성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세상에서 그런 정도의 심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희미하게나마 그런 재앙들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슬람 테러
리스트들이 생물학적 전쟁 무기들을 개발하고 핵전쟁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방의 전력망을 차단하기 위해 힘쓰고 있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마치 전 세계
의 안전이 실오라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곱 번째 나팔 후 주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제까지의 가장 큰 추수, 가장 큰 기적들,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심판을 통한 구원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폭풍의 눈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아글로우 2015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전한 이 메시
지에서 아셰르 목사님은 임할 예슈아의 나라와,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서 예슈아와 동역
함에 있어 믿는 자들인 우리의 역할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아글로우

2015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전해진

메시지들을

주문하시려면

여기

(http://www.mcssl.com/store/cart31/all-conferences/2015-conferences/aglow2015)를
클릭하십시오!

보시려면 여기(https://www.youtube.com/watch?v=0NdCQEY8E00&feature=youtu.be)
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성령님과 홍수
하임 징거만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이 땅에 내렸을 때, 홍수는 두
방향에서 왔습니다. 물 일부는 깊음의 샘이 터지면
서 아래에서 솟았고, 또 일부는 하늘에서 내렸는데,
비가 사십 주야로 내렸습니다(창 7:11-12).

성령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욜 2:28),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만이 아니라, 다음 구절에서와 같이 믿는 자들 속에서 위로 솟
기도 합니다.

"…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3-14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 요 7:38-39

아시아에서 오신 모든 분들께 샬롬!
아리엘 블루멘탈
벤야민(세 살짜리 제 아들)과 저는 또 다른 “개더링”
컨퍼런스를 위해 한국에 있습니다. 작년에 독일에서
열렸던 글로벌 개더링과 같은, 여러 나라에서 열리
는 이 개더링들은 메시아의 몸에 연합과 가족애를
일으키는 데에 있어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이게 하고, 또 영적 연합과 성령 안에서 돌
파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저희가 이와 같은 때에 한국을 위
해서 주님께 간구하기 위해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 온 많은 이들과 함께 모일
때 (1월 19일~22일)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http://livestream.com/accounts/10682374)

중국 설날 명절을 보내고 남은 2016년을 준비하기 위해 저희는 23일에 시안에 있는 저
희 집으로 돌아갑니다. 금년에 중국에서의 공부와 사역과 가족들의 생활 계획을 위해
전략적 결정을 내리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블루멘탈 가족
이 여러분 모두께 사랑을 담아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