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
아셰르 인트레이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합니다. 하늘이 임하여
이 세계가 변화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 6:10).

하나님께는 온전한 사람들과 함께 하는 온전한 세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먼저 변화되지 않으면 온전한 세상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롬
1:16). 어떠한 고통이나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계 21:4). 이 땅에 평화가 있을 것인
데 (눅 2:14), 심지어 중동에도 평화가 있을 것이며 (사 2:4), 번영도 있을 것입니다
(미 4:4).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분의 계획을 고안해 놓으셨습니다 (엡 1:9-10). 그분은 세상을
에덴에서 낙원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 낙원을 망가뜨렸지만 하나님
은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고
미리 해결책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야의 대속입니다. 하나님은 낙원

을 회복하시고 그것을 확장하실 것입니다. 회복된 낙원은 처음의 것보다 좋을 것입
니다.

사도적 위임

모든 역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완전한 사회
로 이루어진 완전한 세상입니다. 완전한 정의를 행하는 공의로운 정부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받고 의인들은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지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왕국에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은 예슈아입니다 (요 18:36-37, 19:
19). 모든 나라에는 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사 2:
3). 왕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이고, 수도는 그분의 권위가 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이고, 예루살렘이 그 장소입니다 (시 2:6).

모든 역사는 분쟁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분쟁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
으로부터 옵니다. 이 평화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에, 엄청난 환난의 시간
이 있을 것이고 그 뒤에 큰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욜 2:2-3, 렘 30:7). 하나님의 권
위에 대적하는 모든 열방들과 세력들은 수도인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 모일 것입니

다 (슥 14:2-3; 계 19:19). 모든 나라에서 악한 자들이 경건한 자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도들의 비전과 메세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
화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와 예슈아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것을 우리가 마치기를 원합
니다. 그들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사도적 위임을 새롭게 하고
, 회복하며, 완성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일한 열정과 불을 받아 함께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행 1:8).

베트남과 아시아 성회
아리엘 블루멘탈

7월7일부터 10일까지 15,0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데이빗 데미안이 인도하는) 아시
아 성회를 위해 모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성령님께서 여러 방법들로 저희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집회 한 주 전 어느 날 밤에,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갑자기 베트남이라는 나라
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대한 것들, 교회에 대한 것,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관련된 흥미로운 것
들을 인터넷에서 한 시간 넘게 읽었습니다. 7일 아침에 첫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데
이빗이 모인 사람들 중에 주님으로부터 무엇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
는 베트남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 명이 다가와 성령님께서 그들에
게도 역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첫 개회 모임이 있던 오후에, 저희는 베트남 대표단을 특히 환영하며 “젖가락 나라

들” (중국, 한국, 일본)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그들을 환영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저희는 불교 국가인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동적인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
고 다음 날 이 뉴스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화요일 오후에 그러한 시간을 갖고 난
바로 직후, 베트남 북부에서 가장 클 뻔했던 (3 년 동안 건설 중이던 45미터 높이
의) 불상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다치지 않은 것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이 뉴스를 볼 수 있습
니다. http://vietnamnews.vn/society/272775/buddha-statue-collapses-in-thai-binh.html

주님께서 주목시키고 계시는 이 나라를 위해 계속 기도합시다.

(아시아 집회에 대한 더 많은 간증을 읽어보기 원하시면, 아리엘의 블로그에 방문하
십시오: Shalom and Update from Asia Gathering in Hong Kong, July 7-10)
https://arielbkingdomblog.wordpress.com/2015/07/23/shalom-and-update-from-asia-gat
hering-in-hong-kong-july-7-10/

검문소 기도
샤로나 W.

몇 주 전에, 저는 매주 하는 것 처럼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가장 큰 검
문소를 운전해서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강한 눌림과 함께, 많은 팔
레스타인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들, 갇힌 것 같고 군인들이 무관심하게 그들을 검문
하고 이동을 통제하는 것에 대해 분개하는 감정과 같은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검문
소에 다가갔을 때, 한 여군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검문소에 있는 군인들 가운데
유일한 여군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그녀를 위해, 그리고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
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왜 이전과 달리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명확하지는 않았습니다.

베이트 잘라에서 있던 모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검문소가 완전히 폐쇄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안 것인데, 제가 그날 아침 검문소를 통과하고 5-10분 후에
팔레스타인 여성이 그 여군을 찔렀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여성은 체포되었고
그 여군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중상에 혼수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음 날, 그 군인의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http://www.haaretz.com/news/diplomacy-defense/.premium-1.663489

저는 계속해서 그 여군과 그를 공격했던 팔레스타인 여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
님의 은혜 없이는, 저 역시도 이 나라에 대한 대적의 계획에 놀아나 너무도 쉽게
희생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 요청 - 아셰르 목사님 미국 사역

아셰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7월26일부터 8월4일까지 2주간의 미국 사역
을 떠납니다. 두 번의 사역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7월31일에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에 있는 Ignite Ivy Conference에서 말씀을 전할 것
입니다. 이 집회에는 다양한 세대가 모이는데, 그들은 아이비 리그 학생들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기 위해 함께 모일 것입니다.
http://www.igniteivy.com

8월2일 주일 아침 10:30에는 텍사스주 갈랜드에 있는 Destiny Christian Center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http://www.destinyhealingcenter.com/

하나님의 뜻

데이빗 맥퀸이 하나님의 뜻의 폭넓음에 관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날 우리를 향
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youtu.be/8x4Mxtjwzj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