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빛 예루살렘
-아셰르 인트레이터
오늘 아침 저는 일찍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제 오른쪽으로는 예루살렘의 지평선이,
왼쪽으로는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각도가 딱 맞아서 동트기 전 햇빛이
건물들에 반사되었습니다. 그 빛이 황금처럼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빛은 건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성경에서 해는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예슈아의 얼굴에 있는 빛을 나타냅니다 (마 17:2,
25:31, 계 1:16, 19:11).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지상 모형입니다.
계 21:10-11, 23
…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제가 본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도시와 온 세상을 가득
채울 때 있을 일의 비유 같았습니다.

다윗의 장막
-마이크 비클(발췌)
기원전 750 년, 아모스는 다윗의 장막의 회복을 예언했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암 9:11)
다윗의 장막은 경배와 찬양의 영으로 운행하는 지상 정부의 중심입니다. 그것은 경배적
질서와 통치 권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에서
나타나고 국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나타납니다.
다윗의 장막과 관련된 최소 7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1. 영적 — 예언적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몸 (대상 16:1-4, 37).
2. 정치적 —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 (사 16:5).

3. 메시아적 — 회복된 땅과 민족의 믿는 남은 자 (암 9:14-15).
4.
5.
6.
7.

선교적 — 천국 복음으로 열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암 9:12).
변혁적 — 도시들과 농업을 회복시키는 은혜 (암 9:13-14).
초자연적 —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기적의 발현 (시 145:11–12).
종말적 —열방의 왕으로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영접 받으심

이는 땅의 모든 족속과 방언 가운데 전세계 교회를 통해 표현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된 땅과 국가에서 메시아를 믿는 남은 자들을 통해 표현됩니다. 그것은
3 차원—기도하는 교회, 메시아닉 운동, 이스라엘 국가—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점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천년왕국 때에 완전히
나타납니다. 다윗의 장막의 완전한 회복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열방을 다스리러 다시 오신 후에만 일어납니다.

가능성과 능력
-그레타 마브로 Greta Mavro
능력은 헬라어로 뒤나미스이고 가능성이라는 단어는 뒤나토입니다. 가능성과 능력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마 19:26 - …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아-뒤나톤–능력이나
할 힘이 없는-이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이 뒤나타–능력을 받아 할 수 있는-다.
불가능(아뒤나토)은 하나님과 함께 하면 가능(뒤나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판토뒤나모스–전능-하십니다.
행 1:8 -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뒤나미스를 가져다 주십니다.
막 9:23 - …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것은 우리에게 가능(뒤나타)해집니다. 하나님의 뒤나미스에 접속된
우리의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페레스 생일
-재키 샌토로 Jackie Santoro
목요일 저녁 수천 명의 사람들이 쉬몬 페레스 Shimon Peres 이스라엘 대통령의
90 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국립 컨벤션 센터에 모였습니다. 1934 년, 11 세의
페레스는 그가 태어난 벨로루시 Belarus 를 떠나 아버지를 찾아, 신도시 텔 아비브에
왔습니다. 벨로루시에 남아 있던 그의 모든 가족은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는 이 나라 건국의 초석을 놓고 세우는 일을 꾸준히 섬겼습니다. 빌
클린턴 Bill Clinton, 토니 블레어 Tony Blair, 바바라 스트라이잔트 Barbara
Streisand 등 많은 유명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바바라 스트라이잔트가 히브리어로
“아비누 말케이누(우리 아버지, 우리 왕)”를 부르자 관중들은 기립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정책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나라 건국의
아버지 중 한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온 나라가 함께 모인 모습을 보는 것은
경이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천연가스
네타냐후 총리는 정계 및 재계 리더들에게서 이스라엘 해상에서 발견된 어마한 양의
천연가스를 내수용 60%, 수출용 40%로 쓸 것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합의에 의해 이스라엘은 향후 25 년간 천연가스 공급이 희망적이며, 아울러 국가 재정
수입의 증가도 기대됩니다.

이스라엘-중국 의 왕국적 숙명
-아리엘 블루멘탈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가운데 리더들이 중국 내륙 교회의 지도자들 및 중보자들과
4 일 동안 예배와 기도와 강의로 함께 모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글쎄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셰르 인트레이터, 아리 소르코 람과 저는 다음 주 6 월 24–
28 일 홍콩에서 열리는 연합 컨퍼런스에 중국 성도 500 명과 함께 참석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도록(행 2:17-18), 마지막 때의 비밀에 대한 계시가 있도록(롬 11:25-26), 한
새 사람으로서 정사와 권사들에 하나님의 지혜를 선포할 수 있도록(엡 2:14-3:11)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못
많은 사람들은 이 비디오가 웃기지 않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심하고
신경 쓰는, 결혼한지 10 년 이상 된 남편이라면 눈물이 날 때까지 웃게 될 것입니다.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