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 2016

공격적인 겸손, 아니면 "그 벽"
아셰르 인트레이터

최근 이스라엘과 열방에 있는 우리 친구들 중 많은 이들에게 영
향을 준 한 사건을 놓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제 마음에 거대한
돌벽의 그림을 보았는데요, 그것은 어려운 문제를 상징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 벽은 너무 커서 무너뜨리거나 타고 넘어갈 수가 없
었습니다.

그 벽의 밑바닥은 땅에 잇닿아 있지 않고 그 사이에 약간의 공간
이 있었습니다. 그 벽과 땅 사이 띠 모양의 틈사이로 빛이 스며들

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그 벽 너머 다른 쪽에서 퍼져나오고 있었
습니다.

그 벽은 관련된 지도자들의 교만, 자존심, 체면을 상징하는 것이
었습니다. 그 문제의 해결책은 그 벽 너머 다른 쪽에 있었는데요,
빛으로 나타난 그것이었습니다. 그 벽 아래 띠 모양의 틈은 한 사
람이 몸을 굽혀 낮춘다면 그 사이로 통과하여 다른 쪽으로 가기
에 충분할 정도로 컸습니다.

다른 장애물은 없었습니다. 그 공간은 열려 있었습니다. 누구든
그 사이로 통과하여 “밝게 빛나는” 해결책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야만 하는 유일한 일은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
점에 있어서는 다른 모든 이도 자신들을 낮춰야 하는 것이었습니
다. 겸손하기만 하다면 그 상황은 영광스러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
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그러나 도전적인 성경 원리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약
4:10, 마 23:12). 우리가 교만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우리
에게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감추십니다(마 11:25-29).

교만은 최초의 죄의 원인이었고, 사탄의 반역의 뿌리였습니다. 우
리가 그 한 가지 유혹을 피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나머지

영적 “행보”에 있어 좋은 시작점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슈아께서
자신을 낮추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빌 2:5-9).

그러나 교만은 자주 그냥 저절로 “튀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는 그것을 눌러야 합니다. 우리는 다소 “공격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겸손은 거의 언제나 긍정적인 열매를 많이 가져오
는 것 같습니다.

욤 키푸르 성회 요약

저희 욤 키푸르 컨퍼런스를 위해 저희와 함께 기도나 금식을 해
주셨거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회는 저
희가 이제껏 했던 속죄일 성회 중 가장 최고의 성회였습니다. 현
지 히브리어 구사 회중 중 다섯 개 이상의 회중에서 온 믿는 이
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들 안에 완벽한 화합과 연합의식이 있었
습니다. 하임 더블유(Chaim W.) 형제의 인도로 저희는 성령 안에
서 전통 유대 기도서를 예언적 찬양과 섞어 올려드렸습니다. 길
에이(Gil A.) 형제가 첫째 날 밤에, 유발 와이(Youval Y.) 형제가 오
전시간에, 헤찌 아이(Hezi I.) 형제가 폐회예배 때 말씀을 전했습니

다.

리앗 에이(Liat A.)와 나바 엔(Nava N.) 등 젊은이들 중 몇 명이 40
일 금식기간 동안 있었던 돌파를 간증했고, 그런 다음 저희는 저
희 민족의 구원을 위한 열린 중보를 연장하여 했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와 찬양, 예언의 은사, 히브리어로 요나
서와 히브리서 전문 합독, 폐회 때 이스라엘의 왕이며 만왕의 왕
이신 메시아 예슈아를 환영하기 위해 “바룩 하바”를 외치며 쇼파
르(양각나팔)을 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 위에, 다윗의 집 위에, 모든 곳에 있는 그분의 백성
위에

그분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슥

12:10-14).

재림과 가을 절기

유대 절기는 예언적으로 예슈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키며, 이스라엘과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정확히 서술합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중국어, 덴마크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유네스코와 성전산

아셰르 목사님이, 성전산과 유대교 사이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언한 어처구
니없는 유네스코 결의문에 대응하는 동영상입니다. 시청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회복이 마지막 때에 가지는 중요성

가장 큰 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메시지에서 코디 아쳐는,
캘리포니아 코로나에 있는 베이트 샬롬 메시아닉 유대인 회중에
서, 유대인들을 그들의 약속의 땅에 귀환시키시고 씻기시고 회복
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들으

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2016년 10월 8일자(10.08.16) 코디의
안식일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열방을 위한 파수꾼들: 예루살렘 글로벌 개더링

2016년 11월 7-11일에 열방에서 온 믿는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현
지 메시아의 몸에 속한 많은 유대인과 아랍인들과 함께 모일 것
입니다. 이번 개더링의 주제는 이사야 11: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
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
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는 말씀에서 채택했습니
다. 또한, 저희는 이번 개더링이 이사야 19:23-24 “그 날에 애굽에
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
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
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라는 말씀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의 일부라고 믿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시고자 하신다면 여기를 클릭하여 보십시오.

열방에서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등록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더링이 잘 열리도록 하기 위해 자원봉사자 200명도 모집
중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이 행사의 무료 1일입장권을 받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시면, 여기에서 등록하십시오.

연락처: Global@watchmen.org

겨울 집중 제자훈련

이번 겨울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1월 25일까지, 모든 연령대의 영어구사 믿
는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친구들이 주최하는 8주 동안의 집중 제자훈련이 예루살렘
힐즈 인(http://www.jerusalemhillsinn.com)에서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정기 예배, 기
도, 말씀 시간에 예루살렘 지역에서는 리바이브 이스라엘(http://reviveisrael.org) 팀
과, 북부 이스라엘에서는 리턴 미니스트리(http://www.return.co.il)와 함께 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현지 메시아의 몸을 섬길 것
이고 매주 이스라엘 전역의 여러 곳으로 답사도 갈 것입니다.
참가비 2,000 달러는 기숙사형 숙소, 매끼 식사, 이스라엘 내 교통비, 매주 답사 입
장료를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시작은 금방 다가오고, 남은 자리는 제한되어 있습니
다.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청서를 요청하고자 하시면 이 주소로 연락해 주십시오:
info@jerusalemhillsinn.com
여기 초청 동영상을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