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3

목차
초청의 글 / 7
인사말 / 9

환영사 / 12

제1부 2013년 재림기도인 연합성회 / 5

1. 연합성회 순서안내 ……………………………………………………… 14
1.1 연합성회 일과표 ……………………………………………… 14

1.2 예배순서 ………………………………………………………… 15

1.3 말씀 / 강의 제목 및 강사 …………………………………… 17

1.4 연합성회 봉사자 ……………………………………………… 18

2. 2013 일본 기도연합성회를 맞으며 ………………………………… 21

2.1 기도인연합성회 참여를 바라며 ……………………………… 21

2.2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 23

2.3 지금은 늦은비의 때이다 ……………………………………… 25

2.4 일본 열도를 기도의 불로 ……………………………………… 27

2.5 일본에서 개최되는 연합성회의 의의 ………………………… 30

2.6 2013 기도인연합 일본성회를 축복하며 …………………… 33

2.7 은례로 충만케 하옵소서! ……………………………………… 34

2.8 제2회 기도인연합 일본성회를 고대하며 …………………… 35

2.9 일본교회를 위한 연합기도에 부쳐 …………………………… 37

3. 기도인연합 소개 ………………………………………………………… 38

3.1 연합기도운동 …………………………………………………… 38

3.2 기도인연합 ……………………………………………………… 41

3.3 로고 설명 ……………………………………………………… 43

3.4 기도인연합 활동 상황 ………………………………………… 43

3.5 기도인연합 참여 ……………………………………………… 43
제2부 그룹토론 강해 / 45

4. 그룹토론 및 강해 ……………………………………………………… 47
4.1 번개와 소낙비를 내시는 여호와 ……………………………… 47

4.2 성령의 역사와 기도 …………………………………………… 55

노트 ……………………………………………………………………… 131

주제가 …………………………………………………………………… 138

장소 ……………………………………………………………………… 139



!!!!!!
!!!!!

“시온이여,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4

2013 재림기도인 연합성회



 

 5

1 2013 재림기도인 연합성회



!!



!!
!!!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소망하여	 모이는	 사람들	 	 !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재림을	 고대합니다.모든	 시간상의	 예언이	 성취된	 후	 여러	 세대를	 지나면

서	 사람들은	 막연히	 예언된	 사건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더

욱	 크게	 들려오는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줄이기	 위해	 땅의	 바람을	 붙잡(계	 

7:1)는	 손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	 없이	 사라지는	 아픔

을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	 사람의	 회개로	 하늘이	 기뻐함(눅15:7)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기별로	 사람

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축복의	 통

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모일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눅	 11:13)	 함께	 간구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들의	 비전을	 서로	 나

누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그리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할	 

것입니다.	 어둠의	 협착한	 길일지라도	 주어진	 빛을	 따라	 예언된	 길로	 나아감을	 한마음으로	 나타

낼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

연될지라도,	 혹	 그리	 아니하실찌라도(단	 3:18),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	 3:18)	 하며	 철

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잠	 27:17)	 흩어져	 있었던	 하늘	 백성들이	 모여	 힘을	 더함으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재림을	 재촉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세상이	 보기에	 미련한	 도를	 따라서	 그러나	 마음

을	 살피며	 드리는	 연합된	 기도가	 종국에	 약속된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함을	 믿기에	 사심	 없이	 하

늘	 백성들의	 총회로	 모일	 것입니다.	 

	 	 	 	 	 	 	 	 	 	 	 	 	 	 	 	 	 	 	 	 	 	 	 	 	 	 	 	 	 	 	 	 	 	 	 	 	 	 	 	 	 	 	 	 	 	 	 	 기도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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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の雨の聖霊が注がれるのを待ち望み集まる人々	 

	 	 

私たちは心から主の再臨臨を待ち望んでいます。	 すべて、時間の預言が成就された後、幾世代を経

て	 人々は漠然と預言に述べられている出来事を待ってきました。	 しかし今や大地から、海から、

空から	 さらに大きく聞こえてくる再臨臨の兆しがあります。	 苦しみの歳月を減らすため、大地の風をしっ

かり押さえている手がその力力を抜いています(黙示録7:1)。	 	 !
一日に数十万の人々が救いの希望なく消えていく痛みを	 終える時が近づいてきています。このよう

な時、一人の悔い改めによって天が喜ぶことを思い出し(ルカ15:7)、私たちに任せられている使命

を持って人々を呼び醒ます通路路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
まず、上からの力力を切切に望み、その祝福福の通路路となることを望む人々が	 聖霊の注がれることを望み

集まるでしょう。約束を信じ(ルカ11:13)、共に求めるため集まるでしょう。信仰の働きのビジョンを

分かち合うため集まるでしょう。そして私たちが天の民として	 この世に属していないことをお互いに

確認するでしょう。暗闇の狭い道であっても	 !
与えられた光に従って預言通りの道に進むことを、心を一つにして表すでしょう。このような時、神神

が聖霊を注いで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しかし、炎のような聖霊の降降下が遅れるとしても、たとえそ

うでなくても(ダニエル書3:18)、救いの神神のゆえに踊り(ハバクク書3:18)、	 鉄が鉄を持って研磨さ

れるように(箴言27:17)、	 散らばっていた天の民が集まり力力を添えることによって	 神神に栄光をささげ

るでしょう。	 	 !
私たちは心から主の再臨臨を早めたいと願っています。	 屋根裏裏部屋に集まった120人の弟子たちと聖

徒たちのように	 世的な立立場から見見ると、愚かな教えに従い、	 しかしながら心を探りささげる合同の

祈りが	 	 ついに約束の聖霊の賜物を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信じるからこそ	 清い心を持って	 天の民の総

会に集まるでしょう。	 !
	 	 	 	 	 	 	 	 	 	 	 	 	 	 	 	 	 	 	 	 	 	 	 	 	 	 	 	 	 	 	 	 	 	 	 	 	 	 	 	 	 	 	 	 	 	 	 	 	 共に祈る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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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마다  마스미 /  일본 연합회장 

!
“교회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무대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더욱	 인류

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조직하신	 복음전도기관입니다.	 !
그러나	 현재	 일본재림교회는	 강력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형편입니

다.	 	 일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변혁의	 무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교회는	 어지간히	 무력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감동의	 무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침례자의	 수가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목사도	 신자들도	 항시	 하던	 대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성심의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학교	 예배	 점심식사의	 성도의	 교제를	 충실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복음사명을	 완수해	 나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본래	 교회는	 단지	 

좋은	 관계의	 집단으로서만	 머물	 수는	 없슴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구령을	 위한	 

기도하는	 그것을	 위해	 세워진	 사명집단이야말로	 교회입니다.	 나가서	 온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

자	 삼음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지	 않는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할수	 없

습니다.	 	 !
지금	 일본	 각	 교회의	 최대의	 결함은	 무엇일까요.	 	 사명감의	 결여,	 지도력의	 쇠약,	 고령화,	 성령의	 

부재,	 그리스도중심의	 신앙의	 상실,	 청년들의	 무관심,	 비젼의	 불명확성,	 세속화	 등입니다.	 이러

한	 교회의	 현상타파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

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주	 감동과	 찬양이	 넘치는	 성령의	 바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

혜의	 무대]가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
도전해	 봅시다.	 교회의	 부흥과	 개혁을!	 바로	 지금입니다.	 누구입니까.	 	 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입니다.	 어디에서입니까.	 각	 교회에서	 입니다.	 어떻게	 바로	 기도와	 실천의	 신앙을	 통해서	 입니

다.	 결국	 무엇을	 바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까.	 부흥과	 개혁을	 위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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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과	 개혁은	 언제나	 기도운동을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의	 탄생도	 열흘간의	 기도의	 

산물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도	 역사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놀랍게	 변화되어	 왔습니다.	 종교

개혁도	 재림교회의	 역사도	 기도에	 의해서	 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의	 문은	 기도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본	 재림교회는	 이번	 기도인	 연합성회에	 기대합니다	 철저히	 기도하

고	 주어지는	 말씀을	 경청하기를	 바랍니다.	 	 !
해외에서	 오시는	 여러분들을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성회를	 일본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선택하여	 주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본은	 기도가	 필요한	 나라입니다.일본이	 변

한다면	 세계가	 변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나라를	 위해	 기도	 하겠습니다.	 특별히	 

참가하신	 여러분의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구령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국제	 기도인	 부

흥	 성회위에	 주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부으심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
国際リバイバル修養会　　　　　	 

「ごあいさつ」セブンスデー・アドベンチスト	 	 !
日本教団 総理　島田真澄 

!
「教会は、神神が人の心を変える恵みの舞台である」と言われます。教会は、まさに人類類救済のた

めに神神が組織された福福音伝道機関です。しかしいま、日本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は、力力強くキリスト

の福福音を宣教しているとは言えません。日本に住む人々の人生を決定的に変える変革の舞台となっ

てはいないのです。	 !
　 この意味で、日本の教会はあまりにも無力力のように見見えます。福福音宣教の影響力力は日本人に対し

て極めて小さく、教会は人々の人生を変える聖霊の働く感動の舞台ともなっていません。毎年年のバ

プテスマ数がその事実を如実に物語っています。牧師も信徒もいつものように教会でお決まりのプロ

グラムに真面目に奉仕しています。安息日学校、礼礼拝、そして昼食での交わりを守ることに忠実で

す。しかし、それだけでは天与の使命を果た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のです。本来教会は仲良良し集

団に終わらないはずです。神神の国の拡大、救霊を祈る、そのために建てられた使命集団こそ教会

です。出て行行ってすべての国民をキリストの弟子とすることが教会の使命です。その使命を果たさ

なければ、教会はもはや地の塩、世の光ではありません。いま、各個教会の最大の欠落落は何でしょ

うか。使命感の欠如。リーダーシップの脆弱さ。中心信徒の高齢化。聖霊の不不在。キリストの中心

性の喪失。若若い信徒の無関心。ビジョンの不不明確さ。世俗化。等々・・・。	 !
この教会の現状に風穴を開けたいと思います。教会をワクワクするようなドキドキするような「神神の恵

みの舞台」にしたいと願います。毎週毎週、感動と感謝と賛美にあふれる聖霊の風の吹き抜ける「神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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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恵みの舞台」としたいのです。挑戦しましょう、教会のリバイバルと改革に。いつ？いま！　 誰

が？一人一人が！　どこで？各教会で！　どのように？祈りと行行動によって！　結局、何を祈り求め

る？リバイバルと改革です！！　	 !
リバイバルも改革もいつも祈りによって始まりました。初代教会もあの１０日間の祈りから始まりまし

た。世界も歴史も祈りの教会によってひっくり返されました。宗教改革も、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誕生

も祈りによりました。いつも神神のご計画の新しい扉は祈りによって開かれたのです。いま、日本のア

ドベンチスト教会のリバイバルと改革のために、この「国際リバイバル修養会」に期待します。徹底

的に祈り、み言葉葉に聴きたいと思います。	 !
海外からのゲストの方々に心からの歓迎の意を表します。今回、祈りの舞台として「日本」を選ん

でくださったことに深く感謝いたします。日本は祈りがいのある国です。この国が変われば世界が変

わります。私たちも他の国々のために心から祈らせていただきます。特に参加して下さったすべて

の方々の母国のために、その救いのために祈ります。「国際リバイバル修養会」の上に主のご臨臨

在と油注ぎとが豊かにありますよう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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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형 /기도인연합 회장 

!
2013	 재림기도인	 연합성회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모든	 기도회원들과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일본에	 재림	 기별을	 전한	 선교사	 그레인저를	 배출한	 미국,	 그를	 통해	 기별을	 받은	 쿠니야	 히데

의	 일본	 그리고	 쿠니야	 전도사를	 통해	 이응현,	 손흥조가	 침례	 받음으로	 재림교회	 역사가	 시작된	 

한국.	 	 그로부터	 100여년이	 지난	 오늘	 	 그	 삼국의	 재림	 신앙의	 후예들이	 일본에	 모였습니다.	 주

의	 재림을	 사모하며	 약속된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만남이	 주님의	 

재림을	 재촉하는	 과정안에	 있음을	 믿고	 이	 귀한	 일에	 참여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
기도인연합은	 경건의	 부흥에	 대한	 약속에	 따라	 2007년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을	 통해	 결성된	 순

수한	 영적	 각성	 운동체입니다.	 미주에서	 운동이	 시작됬으나	 	 초기부터	 그	 활동이	 범지역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참으로	 소수의	 사람들로	 시작된	 기도모임의	 결과로	 교회내	 성도들의	 영적	 

활동에,	 기도에	 대한	 생각과	 실천에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번	 일본에서의	 

모임은	 연합기도운동	 확산에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시대	 교회의	 변화를	 위

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임을	 	 확신하는	 일본연합회	 지도자들과	 	 여러	 어려움속

에서도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기도회원들이	 한마음으로	 함께	 마련한	 성회

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겸허히	 함께	 기도하기를	 구하는	 주의	 종들로	 이	 집회가	 준비되었기	 때

문입니다.	 	 	 !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이	 있기전	 예견된	 성령의	 역사를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위해	 준비하기	 원합니다.	 !
마	 24장	 14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그	 일의	 실현이	 불가

능해	 보인다는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선교	 상황을	 보면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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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찍이	 선교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여겼

던	 앤드류	 머레이는	 “교회를	 기도하게	 만드는	 자는	 세상	 역사에서	 세계	 선교에	 가장	 큰	 공헌을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기도가	 선교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마	 

9:38;	 눅	 10:2)는	 기도는	 결국	 복음의	 빛으로	 땅을	 환하게	 하는것(계	 18:1)을	 가능케	 할	 	 예견

돤	 성령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정신의	 확산을	 위해	 우리가	 모인	 것은	 결코	 우연

한	 일이	 아닙니다.	 !
지난해	 연합성회에	 참여했던	 300여명의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되었던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	 

일본	 열도에	 성령의	 불로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마음을	 살피며	 참여하는	 이번	 성회를	 

통해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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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모습 그대로, 전적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해야 할 존재로 나아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늘 가족과 
연합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떤 품성을 이
루어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해 주시옵소서. … 
오, 나의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심, 아버지의 자비,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서 소중하게 간직되고 우리의 생애에서 드러나지 않고서야 주의 복음을 어떻게 선
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귀한 기별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여기 성경의 진리를 전해야 할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 떼를 지키고 돌봐야 
할 자들로서 자기 앞에 맡겨진 책임들을 밝히 깨닫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자
신의 연약함을 알게 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성결케 해 주시옵소서. … 
기관에서 책임을 맡은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진리로 성결케 되었는지를 다른 이
들이 주시하면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 위에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은 죄
로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에 주의 말씀을 증거 할 사명을 여기 모인 우리 
위에 얹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께서 이 일들을 우리 앞에 펼쳐 주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이 그들 각자의 
심령에 이루어져야 할 일을 다시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속히 임하여 주의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신다는 그 기별을 경청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
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회심하고, 성결케 되고, 주님의 기별을 전하기에 적합해져야 합니다. 
… 
나의 아버지, 장벽을 무너뜨려 주셔서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며 형제들 서로
가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오며 
주님의 복된 이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
이다. 아멘. <대총회 회보>, 1903년 4월 2일

[1903년에 열린 대총회에서 엘렌 화잇이 드린 기도]



 	 



연합성회 순서안내1

연합기도성회 일과표1.1

시간/요일 4일(목) 5일(금) 6일(토) 7일(일) 8일(월)

06:00-06:50
새벽말씀 
노귀환

새벽말씀 
하나다

새벽말씀 
성선제

새벽말씀 
이학봉

06:50-07:00 그룹기도 그룹기도 그룹기도 그룹기도

07:00-08:30 아침식사

08:30-09:00 경배와	 찬양

09:00-10:30
기도세미나 I 
스티븐	 보어

안식일학교 
손경상/안상기

기도세마나 I 
스티븐	 보어

기도세미나 III 
김상도

10:50-11:50
기도세미나 II 

홍광의

안식일예배 
(10:30-11:50)!
스티븐	 보어

기도세미나 II 
홍광의

연합기도회 및  
헌신예배 

(10:20-12:15)!
김동준

11:50-12:15 그룹기도회

12:15-14:00 점심식사

14:00-15:00
등록

그룹토론강해 
남대극

특별간증 
(2:00-4:50)!

남선규(발맛사지)!
이루다(암투생활)!
오용희(기도응답)!
장익산(진리개종)!
일본간증자	 2명

그룹토론강해 
김명호

15:00-17:00 그룹토론/기도

17:30-19:00 저녁식사

19:00-19:15 경배와	 찬양

19:15-20:10
개회예배 
한규형 !
시마다

간증 
한일호

간증 
안천수	 !
저녁예배 
안천수

기도인연합소개

간증 
조경신

20:10-21:05
저녁예배 
고문경

저녁예배 
메이치

09:05- 개인기도/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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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예배 /	 2013년	 11월	 7일(목)	 7:00	 PM 
사회	 /	 미주	 준비위원회	 총무	 정동춘	 장로	 

!
안식일학교 /	 2013년	 11월	 9일(안)	 9:00	 AM 

사회	 /	 미주	 준비위원회	 총무	 정동춘	 장로	 

!
특별간증	 /	 2013년	 11월	 9일	 오후	 2시,	 	 

사회	 :	 정동춘	 장로	 

예배순서1.2

경배와	 찬양	 ………………………………………………………………………	 	 사랑의	 듀엣(남양우	 이재숙)

반주	 /	 김세은

주제가	 ……………………………	 	 	 찬미가	 179장(내가	 매일	 기쁘게)	 	 ……………………………	 다함께

첫기도	 ……………………………………………………………………………………………………	 김정길	 장로

연합성회	 강사	 소개	 …………………………………………………………………………………………	 사회자

환영사	 ……………………………………………………………………………………………………	 시마다	 목사

환영	 및	 연합기도운동	 소개	 ………………………………………………………………………	 한규형	 장로

특별찬양	 ………………………………………………………………………………………	 	 渡部尚子·安居恵子
말씀	 ………………………………………………………………………………………………………	 시마다	 목사

마치는	 찬미	 ……………………………………………………………………………………………………	 다함께

끝기도	 ……………………………………………………………………………………………………	 시마다	 목사

광고	 및	 안내	 ……………………………………………………………………………………………	 이학봉	 목사

찬양	 ………………………………………………………………………………………………………	 경배와	 찬양

묵상	 ………………………………………………………………………………………………………………	 다함께

주제가	 ……………………………	 	 	 찬미가	 179장(내가	 매일	 기쁘게)	 	 ……………………………	 다함께

기도	 ……………………………………………………………………………………………………………	 アメリカ

교장인사	 …………………………………………………………………………………………………	 浅川千鶴鶴子

특별순서	 ……………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찾기!”…………………	 손경상

과정공부	 …………………………………………………………………………………………………	 안상기	 목사

헌금수합	 ……………………………………………………………	 	 수금집사(미주,	 한국,	 일본	 자원봉사자)

축도	 ………………………………………………………………………………………………………	 엄영대	 장로

제1부 오용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남선규:	 발	 맛사지	 봉사,	 宮本尚之·智子
제2부 장익산:	 참	 진리를	 찾아서,	 이루다:	 내가	 만난	 창조주,	 三宅純子

제3부 회중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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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예배 /	 2013년	 11월	 9일(안)	 10:30	 AM 
사회	 /	 일본	 준비위원회	 위원장	 성선제	 목사	 

통역	 /	 김수호,	 와타나베	 목사	 

!
연합기도회 및 헌신예배 /	 2013년	 11월	 11일(월)	 10:20	 AM 

사회	 /	 일본	 동합회	 회장	 메이치	 목사	 

한국	 정읍중앙교회	 이학봉	 목사	 

경배와	 찬양	 ………………………………………………………………………	 	 사랑의	 듀엣(남양우	 이재숙)

환영	 및	 기도인연합	 소개	 ……………………………………………………………………………	 노귀환	 목사

전주	 /	 등단	 ……………………………………………………………………………………………………	 순서자

묵상	 ………………………………………………………………………………………………………………	 다함께

송영	 ………………………………	 	 찬미가	 700장(성부와	 성자	 성령)	 	 ………………………………	 다함께

기원	 ………………………………………………………………………………………………………………	 설교자

주제가	 ……………………………	 	 찬미가	 179장(내가	 매일	 기쁘게)	 	 ……………………………	 다함께

성경봉독	 ……………………………………………………………………………………………………	 岡崎芳夫

기도	 ……………………………………………………………………………………………………	 백재순	 장로

헌금호소	 및	 축도	 ……………………………………………………………………………………………	 	 사회자

호소창	 …………………………………………………………………………………………………………	 渡部尚子
헌금수합	 ……………………………………………………………………………………………………	 수금집사

특별찬양	 ………………………………………………………………………………………………………	 찬양대

설교	 ………………………………………………………………………………………………	 스티븐	 보어	 목사

찬미	 ………………………………………………………………………………………………………………	 다함께

축도	 ………………………………………………………………………………………………………………	 설교자

경배와	 찬양	 ………………………………………………………………………	 	 사랑의	 듀엣(남양우	 이재숙)

시작기도	 …………………………………………………………………………………………………	 우재하	 장로

연합성회에	 보내는	 말씀	 …………………………………………………	 베리	 블랙	 미상원	 원목(미디어)

연합기도	 …………………………………………………	 한국/한규형	 장로,	 일본/동합회장	 메이치	 목사

경배와	 찬양	 ……………………………………………………………………………………………	 사랑의	 듀엣

묵상	 ………………………………………………………………………………………………………………	 다함께

주제가	 ……………………………	 	 찬미가	 179장(내가	 매일	 기쁘게)	 	 ……………………………	 다함께

첫기도	 …………………………………………………………………………………………………………	 村田　博
특창	 ……………………………………………………………………………………………………	 사랑의	 듀엣

말씀 	 ………………………………………………………………………………………………………	 김동준	 목사

마치는	 찬미	 ……………………………………………………………………………………………………	 다함께

끝기도	 ……………………………………………………………………………………………………………	 설교자

폐회	 ……………………………………………………………….………………………………………………	 설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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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예배 

기도세미나 

토론과목 강해 

저녁예배 

개회예배 

말씀 / 감사 및 강의제목1.3

일시 강사 강의제목

08(금) 노귀환 성령님이	 임하시는	 통로

09(안) 하나다	 노리히코 새롭게	 하시는	 능력

10(일) 성선제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주	 에스더	 간증)

11(월) 이학봉 삼중으로	 짜여진	 구속의	 경륜과	 현대진리의	 대쟁점

일시 강사 강의제목

08(금) 스티븐	 보어 다가오는	 위기를	 위한	 기도(Prayer	 for	 the	 Crisis	 Ahead)

08(금) 홍광의 늦은비	 성령

10(일) 스티븐	 보어 부흥,	 개혁	 그리고	 완전한	 변화	 (Revival,	 Reformation	 and	 Transformation)

10(일) 홍광의 십자가와	 성령

11(월) 김상도 기도운동과	 늦은비	 성령를	 경험할	 사람들

일시 강사 강의제목

08(금) 남대극 번개와	 소낙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10(일) 김명호 성령의	 역사와	 기도

일시 강사 강의제목

08(금) 고문경 위기에서	 승리하는	 기도

09(안) 안천수 성경	 말씀의	 약속과	 기도

10(일) 신사쿠	 메이치 기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일시 강사 강의제목

07(목) 한규형 현대기별과	 연합기도의	 정신

07(목) 마스미	 시마다 오직	 주의	 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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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예배 

헌신예배 

!!!!!!

 	 

!!

 	 !!

일시 강사 강의제목

09(안) 손경상 천연계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	 찾기!

09(안) 스티븐	 보어 승리하는	 기도의	 구성	 요소	 (Ingredients	 of	 Victorious	 Prayer)

일시 강사 강의제목

11(월) 김동준 엘리야의	 제단-불로	 응답하여	 주소서!

연합성회 봉사자1.4

연합기도성회 운영위원장 한규형

일본연합회 준비위원장 마쓰이	 시마다

미주지역
분과 위원장 위원

준비위원회 노귀환

준비위원회	 총무 정동춘

홍보분과 노귀환 대외협력/박흥석,	 유재상

등록분과 엄영대 최석근

재정분과 정동춘 노귀환,	 류복례

순서분과 정동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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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
분과 위원장 위원

준비위원회 홍명관

준비위원회	 총무 이학봉

홍보분과 조경신 이학봉

등록분과 조경신

재정분과 이학봉 손경상

순서분과 조경신 이학봉

출판분과 이학봉

일본지역
분과 위원장 위원

준비위원회 성선제

준비위원회	 총무 김수호

홍보분과 성선제

순서분과 성선제

통역분과 김수호

기도인연합준비위원회
분과 위원장

위원장 한규형

위원
김동준,	 김상도,	 노귀환,	 안상기,	 성선제,	 손경상,	 엄영대,	 류복례,	 유재상,	 

이학봉,	 정동춘,	 조경신,	 최석근,	 홍명관

소위원회
분과 위원장

위원장 한규형

위원 노귀환,	 성선제,	 이학봉	 정동춘,	 조경신,	 홍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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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연합회준비위원회

분과 위원장

위원장 시마다 마쓰미(島田　真澄)일본연합회장

위원

하나다 노리히코(花田　憲彦)일본연합회전도국장, 메이치 신사쿠(明智　信
作)동일본 교구장, 성선제(成善済)동경한국인 교회 목사, 야스이 마스야(安
居益也)야나가교회 목사, 오스가(大須賀治仁)전도국 직원, 김수호(金秀浩)
지바국제교회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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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등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

 	 

베리 블랙  /  미상원 원목 

저는	 베리	 블랙	 미상원	 원목으로	 참으로	 중요한	 이번	 기도인	 연합성회에	 관심을	 갖을	 만큼	 지혜

로운	 여러분들을	 축하합니다.	 국가와	 이	 세계가	 기도를	 진정	 필요로	 한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

로	 그때입니다.	 !
기도하지	 않으면	 	 잃을	 축복들이	 있기에	 이번	 기도인	 연합성회가	 국가들	 그리고	 이	 세상에	 중요

한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해결될수	 없는	 문제들이	 있기에	 우리가	 이번	 기도인	 연합성회를	 필

요로	 합니다.	 !
인간의	 지혜로	 어쩔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를	 통해	 그의	 나라의	 우상숭배	 문제를	 보고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

니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
마태복음	 17장에서	 제자들이	 한	 아이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문제를	 해결치	 못한	 후	 예수님께	 조

용히	 와서	 “우리들이	 귀신들을	 쫓아	 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는	 “기도와	 금식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끝으로	 기도가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화를	 주기에	 우리가	 이	 기도

인연합	 성회를	 필요로	 합니다.	 	 	 !
빌립보서	 4:6-7에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

라고	 하십니다.	 그리하면	 사람의	 이해를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그리

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할	 것입니다.	 	 !
축하합니다!	 

이러한	 기도인	 연합성회에	 관심을	 갖는	 지혜가	 축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들을	 해결

하고	 하나님의	 참	 평화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2013 일본 재림기도인 연합기도성회를 맞으며2

기도인 연합성회 참여를 바라며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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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y C. Black   

Chaplain of the United States Senate 

!
I	 am	 Barry	 Black,	 the	 chaplain	 of	 the	 United	 States	 Senate,	 congratulating	 you	 for	 being	 

wise	 enough	 to	 be	 interested	 in	 this	 significant	 prayer	 convention.	 	 	 !
If	 ever	 the	 nation	 and	 the	 world	 needed	 prayer,	 that	 time	 is	 now.	 	 	 	 

So	 this	 prayer	 convention	 is	 important	 to	 nations	 and	 to	 our	 world	 because	 there	 are	 

blessings	 that	 would	 be	 missed	 without	 it.	 	 !
We	 need	 this	 prayer	 convention	 because	 there	 are	 problems	 that	 will	 not	 be	 solved	 

without	 prayer.	 	 !
There	 are	 problems	 that	 require	 more	 than	 human	 wisdom.	 	 	 

James	 5:17	 tells	 us	 that	 Ellijah	 was	 a	 human	 being	 like	 us,	 but	 he	 saw	 the	 	 problem	 of	 

idolatry	 in	 his	 nation	 through	 prayer	 and	 through	 the	 power	 of	 importunate	 prayer	 shut	 

up	 the	 heaven,	 stop	 the	 rain	 for	 three	 and	 half	 years.	 	 So	 there	 are	 problems	 that	 will	 not	 

be	 solved	 without	 prayer.	 	 !
When	 the	 disciples	 failed	 to	 solve	 the	 problem	 of	 exorcizing	 a	 demon	 from	 a	 boy,	 they	 

came	 to	 Jesus	 privately	 in	 Mattew	 17	 and	 said	 “why	 couldn’t	 we	 cast	 out	 that	 demons?”	 

Jesus	 said	 “this	 kind	 comes	 out	 but	 by	 prayer	 and	 fasting”.	 	 	 !
Finally	 we	 need	 the	 prayer	 convention	 because	 prayer	 brings	 a	 peace	 that	 the	 world	 can’t	 

give	 and	 that	 the	 world	 can’t	 take	 away.	 	 Phil	 4:6-7	 says	 Have	 no	 anxiety	 about	 anything	 

but	 pray	 about	 everything	 with	 thanks	 giving.	 	 And	 the	 peace	 of	 God	 that	 passes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	 and	 mine	 in	 Christ	 Jesus.	 	 !
Congratulations!	 Having	 the	 wisdom	 to	 be	 interested	 in	 this	 prayer	 convention,	 

It	 will	 bring	 blessings.	 It	 will	 solve	 problems	 and	 it	 will	 enable	 you	 to	 experience	 the	 

peace	 of	 G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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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릭 모리스 /  대총회 목회 부부장, 미니스트리  편집장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주님의	 특별한	 기별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추수할	 것이	 	 

많다”(눅	 10:2)고	 말씀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곧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늘	 나라

의	 일원이	 되는	 초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러나	 추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	 소유,	 직장

일	 또는	 인간괸계	 등,	 덜	 중요한	 일들로	 주의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라	 	 요청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적	 역사	 그리고	 초

자연적인	 축복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	 도전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의	 어떤	 문제보

다	 크신	 분입니다.	 	 !
2013년	 11월	 7-11일,	 추수의	 일꾼들이	 [재림기도인연합	 성회	 2013]으로	 일본	 사이타마	 소재의	 

국립	 여성교육회관에	 모입니다.	 	 

	 	 	 

기도인연합과	 일본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데	 이	 기도	 성회는2007년	 미국의	 한인	 재림교인들로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의	 결과인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던	 재림기도인연합	 성회	 2012에서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

서	 오는	 11월	 일본	 사이타마시에서	 다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
하나님의	 추수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시도록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추수터에	 우리를	 보내시도록	 간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속에	 그리고	 	 주님을	 충실

히	 따르는	 세상	 성도들의	 삶속에	 있어야	 할	 영적부흥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일본	 사이타마시에	 있는	 일본국립여성회관에서	 개최되는	 재림기도인	 연합	 성회	 2013에	 여러분

들이	 많이	 참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혹	 직접	 참여하지	 못할지라도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과	 세계	 여러지역에서	 연합기도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곧	 추수의	 때가	 마칠	 것입니다.	 추수의	 주님께	 간구하시어	 주님의	 추수에	 그분과	 함께	 참여하십

시다.	 	 

추수할 일꾼이 필요합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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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ek J. Morris 

Editor of Ministry/Associate Secretary of the Ministerial Association at 
General Conference  	 	 
	 	 	 

I	 have	 a	 special	 message	 for	 you	 today	 from	 Jesus.	 That	 message	 is	 found	 in	 the	 Gospel	 of	 

Luke	 10:2.	 Jesus	 reminds	 each	 one	 of	 us,	 “The	 harvest	 truly	 is	 great.”	 Many	 are	 waiting	 

for	 the	 invitation	 to	 become	 a	 part	 of	 His	 kingdom,	 preparing	 for	 His	 soon	 return.	 	 	 

	 	 

But	 there	 is	 a	 need	 for	 laborers	 in	 the	 harvest.	 So	 many	 of	 those	 who	 were	 called	 as	 

harvest	 workers	 have	 become	 distracted	 by	 things	 of	 lesser	 importance:	 material	 

possessions,	 work,	 relationships.	 

	 	 

Jesus	 appeals	 to	 us	 to	 pray,	 to	 cry	 out	 to	 God.	 	 We	 need	 to	 see	 His	 miraculous	 

intervention,	 His	 supernatural	 blessings.	 The	 challenges	 are	 great,	 but	 our	 God	 is	 greater	 

than	 any	 obstacle	 that	 stands	 before	 us.	 

	 	 

On	 November	 7-11,	 2013,	 harvest	 workers	 will	 gather	 at	 the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NWEC)	 in	 Saitama,	 Japan,	 for	 the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3.	 	 This	 Prayer	 

Convention	 is	 co-hosted	 by	 Prayer	 Coalition	 and	 the	 Japan	 Union	 Conference.	 	 It	 is	 an	 

outgrowth	 of	 the	 prayer	 movement	 started	 in	 2007	 by	 Korean	 Adventis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Last	 year,	 we	 witnessed	 enormous	 blessings	 at	 the	 2012	 Adventist	 

Prayer	 Convention	 in	 Korea.	 We	 believe	 God	 is	 going	 to	 work	 again	 in	 a	 significant	 way	 

this	 November	 in	 Saitama,	 Japan.	 

	 	 

Will	 you	 join	 with	 us	 in	 united	 prayer	 that	 God	 will	 send	 out	 laborers	 into	 His	 harvest?	 

Will	 you	 join	 with	 us	 as	 we	 cry	 out	 to	 God,	 giving	 Him	 permission	 to	 use	 us	 in	 His	 

harvest	 work?	 Will	 you	 pray	 for	 revival	 in	 your	 own	 life,	 and	 in	 the	 lives	 of	 faithful	 

followers	 of	 Jesus	 around	 the	 world?	 

	 	 

We	 hope	 many	 of	 you	 will	 be	 able	 to	 join	 us	 at	 the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in	 

Saitama,	 Japan,	 for	 the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3.	 	 But	 even	 if	 you	 are	 unable	 to	 

be	 there	 in	 person,	 you	 can	 join	 together	 in	 united	 prayer	 with	 believers	 across	 Japa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around	 the	 world.	 	 	 

	 	 

Soon	 the	 time	 for	 harvest	 will	 be	 over.	 	 

Let’s	 cry	 out	 to	 the	 Lord	 of	 the	 harvest	 and	 join	 Him	 in	 His	 harves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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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선제  / 동경 한인 교회 담임	 	 	 

얼마전	 일본의	 국화	 사꾸라가	 만개하여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것은	 화잇여사가	 말씀

하신	 대로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봉오리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미소인것이다.	 하나님

의	 자비와	 인내하심은	 오래	 계속되고	 있으나	 만개한	 사꾸라가	 낙화하는	 것처럼	 인본주의의	 문

명과	 역사라는	 화려한	 	 꽃도	 반드시	 얼마지	 않아	 그	 마지막을	 고할것이다.	 !
이런	 시점에	 우리는	 기도인	 연합의	 귀한	 성회를	 일본에서	 개최하게	 됨을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

며	 여러분을	 초청하는	 바이다.	 기도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일부가	 아니요	 전부이며	 기도없이는	 

“깊고	 개인적인	 심령과	 영혼의	 체험에	 이를수	 없는”(R.H	 199.7.1)것이다.	 만약	 우리가운데	 더	 많

은	 기도와	 살아	 있는	 믿음의	 훈련이	 있고	 덜	 의타적이었다면	 우리는	 영적	 지식에서	 현재	 있는	 

곳보다	 더	 멀리	 진보했을	 것이다	 (상동)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전적

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계속하는	 일은	 힘이	 된다”(継続は力力になる)는	 일본격언이	 있다.	 기도인	 연합의	 기도운동이	 태동

한지도	 6년째의	 세월을	 지나온	 것은	 이	 운동이	 하나님에	 의해	 지도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자원하여	 봉사하는	 헌신하는	 겸손한	 종들을	 통해	 매월	 기도회가	 개최되며	 기도회보가	 발행되며	 

선교지를	 위해	 헌신하며	 복음사업의	 전진을	 위해	 중보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는	 것이다.	 기도인	 

연합	 말	 그대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인의	 연합의	 힘이	 마지막	 거룩한	 사업을	 위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운동으로	 그	 의미를	 더해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재림연수원에서	 성회가	 

있은후	 이	 집회가	 일본에서	 개최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있었다.	 !
지난	 연말	 기도인연합으로부터	 일본집회의	 제안을	 받고	 일본의	 교세와	 영적으로	 침체된	 분위기

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런	 집회에	 대한	 제안이	 어떤	 반응으로	 다가	 올까하고	 우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일본연합회장	 시마다	 목사님께	 기도인	 연합회의	 성격과	 한국에서의	 집회와	 반응을	 

말씀드리고	 일본에서의	 집회의	 가능성을	 묻고	 허락해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후	 그	 대답을	 기다

리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
2013년초	 1월	 첫주	 연합회	 회의에서	 이	 집회의	 의미를	 논하고	 이	 집회를	 공식적으로	 허락함과	 

동시에	 연합회	 전도국장을	 코오디네이트로	 세우고	 이	 집회를	 일본성도들의	 영적	 각성과	 동경대

전도회의	 후속	 집회로	 성격을	 규정하고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는	 연합회장의	 전화였다.	 무엇보

다	 연합회장의	 처음부터	 이	 집회에	 대한	 희망적이고	 적극적인	 반응은	 매우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해	 주었다.	 	 

지금은 늦은비의 때이다2.3

 25



!
그후	 연합회	 전도국장	 하나다	 목사	 동일본	 교구	 교구장	 메이치목사	 	 야스이	 목사	 성선제목사	 전

도국직원	 오스가상5인을	 소위워원회로	 구성하고	 일차	 모임을	 가졌다.	 이	 기도인	 집회를	 위해	 

실무적인	 준비에	 지금까지	 집회의	 경험에	 비추어	 두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	 되었다	 첫째는	 300

명단위의	 집회가	 경비와	 거리	 등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에서	 참석자들

의	 적극적	 참여가	 가능할까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일본연합회가	 제안한	 3박4일의	 일정을	 하루	 

더	 연장하여	 집회를	 경영하는	 일이	 가능할까를	 논의할	 때	 참으로	 신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논

의되었다.	 결국	 집회의	 영적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하루	 연장의	 필요를	 인정하고	 본격적으로	 

이	 집회를	 준비하여	 나가자고	 결의	 하였다.	 	 이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극적인	 결정이였음을	 느

낀다.	 !
	 그리고	 일본연합회에서	 국내	 선전사무전반	 장소비	 한국과	 미국에서	 오시는	 기도인	 참석자들의	 

운송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적극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지금까지	 별	 장벽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모임에서	 50명의	 실행위원을	 선정해서	 준비하자는	 안이	 채택되어	 지금	 위

원들을	 선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의의는	 이	 집회야	 말로	 미리	 준비된	 자들이	 참석하는	 영

적집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집회가	 차질없이	 충만하고	 성공적인	 영적	 집회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바라시는	 참	 목적이	 무엇일까.	 일본에

서	 개최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일까.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분명	 모든	 일은	 때가	 

있고	 목적이	 있고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믿음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

볼뿐이다.	 이번	 표어로	 제시된	 “시온이여,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

님의	 말씀이다	 	 !
지금은	 늦은비의	 때이다.	 이	 엄숙한	 시대에	 우리는	 추수기의	 결실을	 위한	 늦은비를	 절실히	 기대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반드시	 성령의	 비를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야	 한다.	 그것은	 문벌도	 권력과	 명예도	 돈도	 아닌	 하나님의	 사람

으로	 온전히	 성령의	 도구가	 될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다.	 바로	 기드온의	 300명의	 정예군이	 필요

한것이다.	 기도인	 집회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대가	 이러한	 것이	 아닐까.	 	 !
첫째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각성의	 위한	 특별한	 집회가	 되기를	 바라실것이다.	 마치	 마가

의	 다락방처럼	 기도로	 하나되는	 경험을….	 !
둘째	 기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실	 것이다.	 기도가	 무엇을	 

의미	 하며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	 확인하며	 지식이	 아닌	 경험에	 기초한	 성숙한	 기도인이	 되어

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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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마지막	 복음사업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늦은비의	 사람	 전도인이	 되는	 것이다.	 지금	 우

리는	 위기의	 때에	 살고	 있다.	 사단이	 분노하여	 하나님의	 백성과	 그의	 사업을	 원천봉쇄하는	 작전

을	 전개하는	 거대한	 세력에	 맞서	 싸우고	 있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그리고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무력하게	 보이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영적	 운동	 기도운동에	 가담하고	 있

는	 것이다.	 여기는	 질서와	 협력	 한치의	 주저함과	 나태함도	 없는	 오직	 그의	 손에	 전폭적으로	 신

뢰하고	 굴복하고	 자신을	 비우는	 영적인	 각성과	 연합과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백성의	 자세와	 사

명을	 확인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재헌신의	 다짐을	 새롭게	 해야	 함을	 깊이	 느끼는	 것이다.	 	 !
이러한	 목적으로	 개최되는	 이	 성회에	 여러분을	 진심으로	 초청하고	 이	 집회를	 기대하며	 이	 집회

를	 위해	 기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반드시	 우리의	 연합된	 기도의	 힘으로	 이번	 집회가	 

늦은비	 성령을	 경험하는	 영적집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

 	 

장병호(張炳浩) / 삼육대학교 신학대학 학장 

일본	 열도에서	 기도인연합이	 일본연합회의	 지원을	 받아	 기도운동을	 펼치기로	 한	 것은	 역사적으

로	 길이	 남을	 일이다.	 일본은	 한반도에	 재림기별이	 들어오도록	 한	 선교국가이며,	 유명	 개신교	 

신학자들과	 재림교회	 학자들을	 배출한	 나라이다.	 일본	 신학을	 대표하는	 무교회	 복음주의	 학자

였던	 우치무라	 간조(內村鑑三)와	 재림교회의	 유명한	 성서신학자인	 사카이	 구보(Sakae	 Kubo)	 

같은	 인물들을	 배출했다.	 	 !
일본에는	 이미	 오래	 전에	 예수회	 선교사를	 통해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다.	 1549년에	 예수회의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가	 첫	 기독교	 선교사로	 가고시마에	 도착했으며,	 토속신을	 

믿는	 다신교	 제사	 종교인	 일본	 국교격인	 신또(神神道)와	 일본의	 전통불교를	 믿는	 지도자들과	 토론

하여	 교분을	 쌓은	 후	 점차	 교세를	 넓혀,	 그로부터	 30여년	 후에는	 200개가	 넘는	 교회에	 150,000

명	 교인들이	 있었다.	 다신교	 혼합종교인	 신또와	 불교를	 숭상하는	 국가의	 조직적인	 박해로	 수많

은	 신자들이	 직장을	 잃고	 박해를	 받았으며,	 심지어	 순교한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
1624년에	 일본이	 공식적으로	 외부세계와	 문을	 닫기	 전에는	 거의	 5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	 신자

들이	 있었다.	 이	 후	 230년간	 외부	 세계와	 단절했으며	 1854년에	 가서야	 미국과	 조약을	 채결한	 후	 

다시	 외부세계에	 문을	 열기	 시작하였다.	 	 !

일본(日本) 열도를 기도(祈禱)의 불로 달구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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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년에는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문구가	 공식	 게재물에서	 사라졌고,	 1889년에는	 메이지	 천황(明

治天皇)에	 의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이	 승인되었다.	 	 !
바로	 그	 해	 봄에	 중국에서	 자급	 문서전도자로	 일했던	 아브람	 라루(Abram	 La	 Rue)가	 일본	 요코

하마와	 고베에	 출판물을	 전하므로	 재림기별이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갔다.	 그	 이듬해인	 1890년

에	 하스켈(S.	 N.	 Haskel)	 목사가	 일본을	 방문했고,	 홍콩에서	 보낸	 그의	 편지에	 따르면	 그	 해에	 

이미	 한	 명이	 침례를	 받았으며,	 또	 여러	 명의	 구도자가	 있다고	 했다.	 첫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선

교사는	 헬즈버그	 대학의	 전	 총장이었던	 그레인즈(W.	 C.	 Grainger)로,	 그는	 당시에	 그	 대학의	 일

본인	 학생이었던	 오코히라(Okohira)와	 함께	 1896년	 11월	 19일에	 일본에	 왔다.	 	 !
그는	 곧바로	 지바성경학교(Shiba	 Bible	 School)을	 열어	 성경을	 가르쳤으며,	 그	 결과	 침례를	 받

은	 4명의	 학생들	 중	 한	 명이	 한국인	 이응현(李李應顯)과	 손흥조(孫興祚)에게	 최초로	 성경을	 가르

친	 구니야	 히데(國谷秀)였다.	 이	 후	 손흥조는	 임기반(林林基盤)에게	 기별을	 전하고	 이들	 둘이	 한국

에	 재림기별을	 전했다.	 재림교회연감(SDA	 Year	 Book)에	 의하면	 1917년에	 일본합회(Japan	 

Conference)가	 조직되었고,	 1919년에	 재조직되었으며,	 1975,	 1984년,	 그리고	 1999년에	 조직의	 

변경을	 거처	 2011년	 현재	 115개의	 교회와	 15,371명의	 재림교인을	 가진	 교회로	 성장했다.	 그간	 

일본교회는	 초창기에	 한반도에	 재림기별이	 들어오는	 관문의	 역할을	 했으며,	 후에는	 기관사업,	 

특히	 삼육식품공장,	 삼육영어학원	 등의	 설립에	 일본재림교회의	 영향이	 컸다.	 지금	 한국	 재림교

회에는	 40개가	 넘는	 영어학원과	 한국	 제2의	 두유공장인	 삼육식품(三育食品)이	 운영되고	 있다.	 	 !
한국과	 일본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	 재림교회는	 오히려	 일본	 재

림교회를	 통해	 영적인	 도움과	 축복을	 많이	 받았다.	 특히	 1900년에	 신약성경이	 한글로	 완역되어	 

먼저	 일본에서	 출판되었고,	 또	 일본인	 전도사	 구니야	 히데를	 통해	 세천사의	 기별이	 한인에게	 가

르쳐졌으며,	 그	 결과	 한국	 땅에	 재림교회가	 설립되었다.	 지금은	 일본	 재림교회의	 교세가	 약하고	 

선교사업이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약	 1억	 3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큰	 

나라이지만,	 국민	 한	 사람당	 평균	 2개	 이상의	 신앙을	 가진	 다신교	 국가로	 이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눅	 19:10).	 그리스도께서는	 일본인을	 위해서	 오셨으며,	 재림교회는	 일

본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설립되었다.	 	 !
일본은	 세계에서	 과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앞서	 있으며,	 국민의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일본인들은	 여러	 면에서	 지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국민이다.	 일본	 열도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일본인들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다면	 일본

의	 선교적	 영향력은	 가히	 세계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	 기도운동이	 일본	 열도에	 신

선한	 기도열풍을	 불러오는	 계기를	 만든다면	 일본	 재림교회의	 침체도	 이제	 바닥을	 치고	 다시	 일

어설	 것으로	 확신한다.	 따라서	 금번	 연합기도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유의

해야할	 몇	 가지	 	 기도	 원칙을	 당부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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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금번	 기도운동이	 성경에	 제시된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예수께서	 승천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일이	 일어나

기를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으며,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

자들은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다(행	 1:4,	 5,	 13,	 14).	 약속에	 기초한	 기도는	 결국	 그곳에서	 기

도하던	 제자들	 자신에게	 먼저	 성령이	 임하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무장되어졌다(행	 

2:1-4).	 열흘	 동안	 전심으로	 드린	 제자들의	 기도는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으

며,	 그	 결과	 그들을	 통해	 하루에	 3000명씩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행	 2:41).	 	 !
둘째,	 기도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	 금번에	 진정으로	 먼저	 자신들이	 회심하는	 경험

을	 갖도록	 기도해야한다.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용서를	 받는	 것이었다(행	 2:37	 38).	 하나님과	 우

리	 사이를	 가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죄다(사	 59:2).	 엘렌	 화잇은	 정로의	 계단(Steps	 to	 Christ)

에서	 회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죄를	 품든지,	 알고	 지은	 

죄를	 버리지	 아니할	 것	 같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러나	 회오하고	 통회하는	 자의	 

기도는	 언제든지	 받으실	 것이다.”(정로,	 95)	 	 !
셋째,	 일본국과	 일본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맘으로	 기도해야한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사랑

하는	 것이다(눅	 23:34).	 이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

에서	 나온	 것이다(갈	 2:20).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다(마	 22:40).	 사랑은	 

또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한다.	 그	 한	 예를	 주님께서는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

에게	 무슨	 잘못이	 있으면	 먼저	 형제와	 화목(和睦)한	 후에	 성전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라고	 했

다(마	 5:23).	 사랑은	 미움조차도	 극복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
넷째,	 기도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해야	 한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허공을	 치는	 것	 같고	 향

방	 없이	 할	 때가	 많다.	 그	 예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것이며(마	 6:7),	 바리새인들이나	 서

기관들처럼	 틀에	 박힌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다(마	 23:23).	 금번	 기도인연합회의	 기도성회

는	 우선	 일본국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매우	 세상적인	 일본인들의	 맘에	 초대

교회에	 부어진	 이른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늦은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

는	 것이다(욜	 2:23,	 28,	 29;	 약	 5:7).	 이런	 능력이	 일본	 재림교회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임하도

록	 기도해야한다.	 금번	 기도인연합의	 기도운동이	 일본재림교회	 부흥의	 전환점이	 되도록	 해야한

다.	 	 !
끝으로	 기도는	 기도해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약

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위에	 기초해야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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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막	 11:24)고	 하셨다.	 기도가	 믿음	 위에	 기초할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확신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일본열도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일

본인들을	 구원하시려는	 의지가	 얼마나	 강하신지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벧

후	 3:8,	 9).	 	 

하나님의	 축복이	 금번	 연합기도성회에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드린다.	 	 	 !

 	 

김상도  /  전 동중한합회장	 	 

오는	 11월	 7-11일까지	 일본	 동경	 근교에서	 한,미,일	 합동	 연합기도회가	 개최된다.	 평신도들이	 

주축이	 되어	 3	 나라의	 재림	 신도들이	 한	 곳에	 모여	 4박	 5일	 동안	 무신론의	 본거지인	 동경에서	 

영적	 성회를	 개최하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우리	 교회사에	 오래	 오래	 남을	 

것이다.	 	 !
본래	 재림	 기별은	 지금부터	 

109년	 전	 즉	 1904년도에	 쿠

니아	 목사님에	 의해	 한국에	 

들어왔다.	 대체로	 복음을	 전

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보내

는	 나라들의	 교세는	 선교사

들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의	 

교세보다	 훨씬	 더	 강하다.	 그

러나	 일본의	 경우는	 예외이

다.	 일본이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그것이	 발아하여	 열매를	 맺기	 기작	 했는데	 그	 성장의	 속도가	 심히	 빨

라	 한국	 선교의	 모국인	 일본을	 훨씬	 크게	 앞질렀다.	 사실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다.	 다른	 나라에

서는	 이런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다.	 	 !
1904년부터	 1950년	 6.25전쟁이	 끝날	 때까지	 근	 50년간	 양국의	 신자	 수는	 거의	 비슷했다.	 6.25	 

전쟁이	 나던	 해,	 한국의	 SDA	 신자	 수는	 약	 3,200명이었고	 일본도	 이와	 비슷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여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조인되기까지	 약	 3년간	 그리고	 전쟁	 후유증으로	 약	 10

년간	 한국은	 빈곤과	 각종	 어려움으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있었다.	 바로	 요	 10년간	 안식일	 학

교	 반생	 수는	 17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	 숫자는	 현재의	 재림	 교회	 신자수와	 동일하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개최되는 재림기도인 연합성회의 의의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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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도를	 전후하여	 탄생한	 재림	 신도	 수는	 그로부터	 반세기	 이상이	 지난	 오늘날과	 다를	 바	 

없다.	 현재의	 한국의	 신자	 수는	 과거	 50여	 년	 전	 신자	 수와	 거의	 같다는	 말이다.	 !
일본은	 어떠한가.	 일본도	 2차	 세계	 대전의	 패전	 후	 정신적,	 경제적	 고통은	 말할	 수	 없었다.	 그런	 

고통이	 지속되던	 1950년	 초반까지	 일본의	 SDA	 신자	 수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	 일본은	 한국	 

전쟁의	 덕분으로	 경제	 발전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물질	 면에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되었다.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반세기가	 지날	 동안	 신자	 수는	 겨우	 3천여	 명으로	 증가하여	 현재	 1만	 5천명	 

안	 밖이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현상이다.	 번영과	 부를	 누리는	 동안	 신자는	 증가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
나는	 지난	 4월	 9일에서	 7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아프리카	 5개국[케냐,	 이디오피아,	 우간다,	 루

안다,	 탄자니아]에서	 메디칼	 팀과	 더불어	 선교활동을	 하고	 돌아	 왔다.	 가는	 곳마다	 무료	 진료를	 

받기	 위해	 수백	 명씩	 몰려	 왔다.	 나는	 그들에게	 하루	 두	 번씩	 3천사의	 기별을	 전하였다.	 너무나	 

기별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진료	 잘	 받고	 설교	 몇	 번	 들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	 받겠다고	 

결심하는	 것이다.	 우리가	 무료	 진료를	 하고	 전도	 회를	 개최한	 곳마다,	 5명,	 7명,10명씩	 결심	 자

들이	 생기면	 그다음	 안식일부터는	 작은	 집회소를	 열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4개월

간	 이처럼	 개심자들을	 위해	 예배를	 드리겠다는	 곳이	 근	 30	 곳에	 이른다.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

고	 너무나	 쉽게	 침례	 받겠다고	 하며	 너무나	 쉽게	 다음	 안식일부터	 예배드리겠다고	 결심하는	 분

들이	 많으므로	 놀랍기	 그지없었다.	 !
초대	 교회	 당시에도	 꼭	 이와	 같았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마가,	 바나바	 등이	 일주일이나	 2주

일	 한	 곳에	 머물면서	 전도하면	 수십,	 수백	 명이	 개심하여	 침례를	 받았고	 집회소가	 생겼다.	 이것

이	 정상이고	 순리인데도	 요즘	 우리는	 아무리	 방문하고	 가르치고	 봉사해도,	 전혀	 개심하거나	 그

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실망하고	 포기	 한다.	 그리하여	 수년간	 한명도	 영혼	 구원을	 하

지	 못하는	 자들이	 허다하다.	 이러한	 패턴에	 익숙해진	 우리가	 영혼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오는	 것

을	 보면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
아프리카	 사람들이	 왜	 기별을	 잘	 받아들이는가.	 한마디로	 가난하기	 때문이다.	 최근	 내	 마음에	 

느껴지는	 결론은	 구원은	 가난한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	 자들

의	 대부분이	 가난한	 자,	 소경,	 귀머거리,	 문둥병자,	 과부	 절름발이	 등등이었다.	 지금도	 세계적으

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가난한	 나라,	 내란이나	 소요사태로	 인해	 사회가	 불안정한	 나

라,	 혹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경제적	 파탄,	 질병이나	 가정의	 불상사들을	 직면한	 사람들이

다.	 돈이	 있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거의	 닫혔다.	 참으로	 서글픈	 일이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크게	 외쳐보아야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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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일본에서	 모이는	 한미일	 세	 나라	 대표들	 모두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	 백성들이다.	 거

의	 복음의	 문이	 닫힌	 국가들의	 국민들이다.	 우리	 모두가	 불행한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였다.	 현	 

세계의	 조류는	 부유한자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일	 뿐	 아니라,	 신앙을	 가진	 기성	 신자들까지도	 열

을	 내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너나할	 것	 없이	 다	 라오디게아	 

상태에	 놓여있다.	 지금	 백성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은	 이론이나,	 신학적	 논리가	 아니다.	 !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는	 성령의	 역사이다.	 역사적으로	 보나,	 재림의	 징조로	 보나	 요즘	 우리	 교

회	 상태를	 보나	 분명히	 늦은	 비의	 능력을	 수반한	 부흥과	 개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오순절	 

이전과	 오순절	 이후의	 초대	 교회	 상태를	 비교해	 보라.	 성령의	 역사는	 교회를	 확	 바꾸어놓았다.	 

마지막	 때의	 늦은	 비의	 역사도	 그러할	 것이다.	 !
그리고	 오순절	 당시뿐	 아니라,	 20세기에	 접어들면서도	 성령께서	 강력히	 나타난	 때가	 여러	 번	 있

었다.	 물론	 1844년	 재림	 운동	 시	 윌리암	 러	 전도	 팀에게	 성령께서	 강렬하게	 역사하셨다.	 화잇	 

부인의	 증언에	 의하면	 1888년도에	 개최된	 미네아폴리스	 대총회와	 그후	 1900년도에	 이르기까지	 

성령의	 능력을	 수반한	 부흥과	 개혁이	 종종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
1904년에	 웨일즈에	 사는	 에번	 로버츠와	 그의	 친구들은	 서로	 모여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

령의	 임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기도의	 결과	 6개월	 동안	 웨일즈	 지방에서	 10만명	 이상

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나왔다.	 온	 종일	 수천수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와	 무

릎을	 꿇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심이	 일어났고,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버리는	 생애의	 

변화가	 일어났다.	 분명하고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다.	 	 !
이제는	 우리들의	 차례다.	 작년	 원주	 재림	 연수원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석한	 많은	 분들이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체험했다고	 지금도	 증언하고	 있다.	 저도	 그중에	 있었다.	 금년	 일본	 집회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우리	 모두	 열심히	 기도하자.	 마크	 핀리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자기는	 성령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때마다	 개최되기	 오래	 전부터	 그	 집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한

다고	 하였다.	 이번	 우리	 집회에서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	 하나의	 틀에	 

박힌	 관례	 행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대표자들이	 먼저	 마지막	 때에	 약속된	 뜨거

운	 늦은	 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면	 그	 집회는	 수많은	 교회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원동력

이	 될	 것이다.	 우리	 임원들과	 기도회원들이	 이	 순간부터	 밤	 낮	 쉼	 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

번	 집회에	 불과	 같은	 늦은	 비가	 내리도록	 간절히	 기도하자.	 !

 32



 	 

권오영  / 북미주 한인 교회협회장 

재림기도인	 연합성회가	 일본에서	 열림과	 동시에	 미국,	 일본,	 한국	 등	 여러	 나라의	 참가자들이	 ‘기

도’라는	 한	 목적을	 위해	 모인다는	 것은	 범상치	 않은	 일입니다.	 공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업	 

구상을	 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위해	 바다를	 건너	 함께	 모인다,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충격적인	 일이	 저에게뿐	 아니라	 추수할	 것이	 많은	 이	 세상에	 강한	 충

격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눈을	 들어	 밭을	 보면	 희어져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마다	 보면	 안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누가복

음	 10장	 2절은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

군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눅	 10장	 2절)고	 예수님은	 파견되는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

니다.	 일군을	 추수장으로	 보내달라는	 말은	 충격적으로	 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
그러나	 여기에	 나온	 ‘보낸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된	 헬라어	 동사	 ‘아포스텔로’가	 아

니고	 ‘에크발로(ekballo)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배에서	 그물을	 던졌을	 

때(요	 21:6),	 원수들이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을	 때(요	 8:59),	 헤롯이	 침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

었을	 때(요	 3:24)	 사용된	 ‘발로’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에크’는	 ‘밖으로(out)’라는	 뜻입니

다.	 즉	 ‘내던지다’라는	 뜻의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에크바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실	 때에서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러므로	 예수님이	 지시하신	 ‘일군들을	 보내어	 주소서’라는	 기도는	 충격적인	 기도를	 하라는	 것이

었습니다.	 맥빠진	 기도가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할	 종들을	 ‘내동댕이치시라’는	 기도입니다.	 	 !
이번	 기도	 성회가	 충격적인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을	 맞기	 전에	 일꾼이	 부족한	 

이	 때에,	 참	 제자가	 희귀한	 이	 때에,	 우리	 모두	 일상의	 틀에서	 ‘제자도’의	 길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주세요’라고	 매달리는	 기도가	 터져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

하는	 모든	 남녀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북미주	 한인	 교회협회

는	 일본	 성회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강림을	 기원합니다.	 	 !

2013 기도인연합 일본성회를 축복하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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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준  / 로마린다  

지난	 해에	 있었던	 한국	 성회에	 이어	 금년에	 이웃	 나라	 일본에서	 동일한	 성회를	 개최하게	 된	 것

을	 하나님의	 인도로	 믿고	 감사합니다.	 작년	 원주	 재림	 연수원에	 참가했던	 분들은	 이미	 경험한	 

신령한	 추억들을	 소중히	 간직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만은	 이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임박

한	 주님의	 재림을	 맞기	 위하여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
돌이켜	 보면	 본인이	 지회(당시	 원동	 지회)에서	 근무할	 때	 일본을	 드나들며	 복음	 사업의	 활성화

를	 위하여	 큰	 관심을	 기울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제적으로	 우위를	 

차지하여	 한국보다	 훨씬	 풍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비슷하지만	 인구에	 비례

하여	 교회	 성장은	 매우	 저조한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황을	 감안할	 때	 일

본	 교회가	 이번	 성회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대체적으로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번에	 기도인	 연합	 동경	 성회를	 가짐으로	 일본	 교회가	 분골쇄신하는	 영적	 경험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참가한	 모든	 교인이	 영적으로	 새롭게되는	 중생

을	 체험하고	 늦은비를	 간구하는	 열열한	 부흥운동에	 적극	 참여한다면	 일본뿐	 아니라,	 북아태지

역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마지막	 사업을	 활기차게	 하는데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
그러므로	 금년	 11월에	 있을	 기도인	 연합	 동경	 성회가	 성공적인	 집회가	 되기	 위하여	 실무자와	 

설교자	 그리고	 참가자	 모두는	 !
1.	 지금부터	 기도로	 씨름하며	 성령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을	 정

결케	 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번의	 영적	 집회를	 통하여	 전에	 없던	 	 영감의	 충만함과	 성령

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
2.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기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한국과	 일본	 교회

가	 기대하는	 영적	 부흥과	 재림을	 맞기	 위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영혼	 구원	 활동에	 활기찬	 모습

들이	 나타나기를	 희망합니다.	 	 !
3.	 일찍이	 엘리야는	 가장	 메마른	 땅,	 타락한	 우상숭배와	 이교의	 관습으로	 얼룩진	 불모의	 땅에서	 

열열한	 기도를	 드림으로	 영적	 대역전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동경에서	 개최되는	 기도	 

성회가	 이러한	 영적	 쇄신의	 계기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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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성회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준비	 위원들,	 강사들,	 참가를	 희망하는	 모둔	 분들이	 다만	 	 또	 한	 

번의	 행사를	 추가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이	 시대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

하여	 간곡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는	 자세를	 가다듬게	 되기를	 바랍니다.	 !!

 	 

김휘명 /  샌디에고 중앙교회 담임 

장소에	 부쳐,	 이번에는	 일본에서	 열립니다.	 다소	 의외였습니다.	 작년	 10월	 한국에서	 열린	 성회

는	 행사로서도	 성황이었지만	 인상적인	 감동으로	 순수	 경건운동의	 방점을	 찍으며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
일본,	 생각하면	 떠들썩한	 집회가	 쉬	 연상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

가	 문을	 닫고	 은 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 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

시리라”(마	 6:6)”는	 주님의	 보배로운	 지침을	 쉬	 떠올릴	 수	 있는	 곳입니다.	 달리	 말해	 일본은	 재

림교회의	 골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골방은	 우리들의	 추억의	 창고에	 들어	 있을	 것입니다.	 어릴	 때는	 부모(세상)의	 성화와	 채근으로

부터	 벗어나는	 도피성이었고	 심심하고	 지루한	 일상에서	 홀로	 또는	 내 한	 동무	 두	 세명과	 함께	 

사 한	 스릴로	 파적을	 즐기던	 곳이었습니다.	 	 !
여러	 해	 전	 기도인	 연합운동이	 처음	 태동할	 무렵,	 기도운동이	 재림성도들의	 부흥과	 개혁을	 가져

오는	 참된	 경건의	 운동이	 되려면	 이	 운동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골방	 기도가	 담보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
골방하면	 떠오르는	 것은	 은 ,	 순수,	 순결,	 자유라는	 단어들입니다.	 골방	 은 한	 곳에	 영혼의	 순

결한	 자유가	 있습니다.	 순수,	 그것이	 훼손되고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는	 별	 상관

없이	 진행됨을	 경험적으로	 잘	 압니다.	 내가	 묻히지	 않아도	 얼룩이	 튀거나	 묻어	 들어옵니다.	 그

래서	 별도의	 순수를	 지키기	 위한	 입체적	 전략과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겠지요.	 	 !
골방은	 외적	 성공과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의식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입니다.	 몰래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못할	 때	 하는	 것이	 진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나만	 홀로	 있는	 골

제2회 재림기도인연합 일본성회를 고대하며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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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문을	 닫고	 들어가	 그	 은 한	 곳에서	 다른	 것도	 아닌	 기도를	 한다니	 진실로	 순결로	 자유한	 

성도가	 아닐른지요.	 	 	 !
산상수훈으로	 주어진	 골방	 기도라는	 주님의	 지침은	 그	 시대의	 타락한	 기도의	 대안으로서	 제시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정 한	 진단에	 따른	 완전한	 처방이었던	 것입니다.	 	 !
골방은	 조용히	 들어가	 문을	 닫아야	 하는	 곳입니다.	 은 한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외에	 그	 아무

도	 보지	 못합니다.	 그	 골방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보이고자	 하는	 기도와	 같지	 않은	 아름다

운	 기도가	 진정	 시작됩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

를	 좋아하느니라”(마	 6:5)	 	 !
주님의	 가르침은	 은 한	 기도자,	 은 한	 공간	 그리고	 은 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	 이	 세가지	 

요소가	 서로에게	 걸맞는	 조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은 히	 쌓

아온	 무언가에	 의해	 그	 거룩한	 갚으심이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
모든	 것을	 보이는	 것에	 걸고	 있는	 이	 세상에서	 기도조차	 보이고자	 하는	 장식물의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이	 세태에,	 골방으로의	 초대가	 절실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
작년	 한국에서	 열린	 제1회	 재림기도인연합	 성회에	 참석차	 한국	 재림연수원에	 오셨던	 그	 소중한	 

일본인	 재림신자들을	 기억합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미쳐야	 할	 운동이기에	 

의미도	 컸지만	 올해	 일본	 성회를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이	 있었음을	 알겠습니다.	 이제는	 한

반도를	 재림기별과	 처음	 손잡게	 해준	 일본에	 빚을	 진	 우리들이	 기도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을	 그곳으로	 들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
저는	 골방에서	 재림성도들의	 성화의	 미학이	 태동되고	 완성되어	 간다고	 믿고	 골방의	 부흥이	 진

정한	 부흥임을	 믿고	 있습니다.	 2013	 재림기도인연합	 일본	 성회는	 기도인연합운동의	 순결의	 시

금석이자	 담금질이	 될	 것입니다.	 이로서	 이제	 이	 경건의	 운동이	 골방의	 아름다운	 기억을	 갖추게	 

됨을	 기뻐합니다.	 은 한	 가운데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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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Tokyo	 13	 대	 전도	 성회가	 열리는	 이	 해에	 일본	 교회를	 위한	 일본,	 한국	 미국의	 교우들

이	 연합하여	 기도의	 성회를	 가지는	 것은	 아주	 시의	 적절하고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

본	 교단은	 금번	 Tokyo	 13을	 계기로	 동경권	 3,500만	 인구를	 위하여	 미증유의	 전도	 노력을	 기울

이고	 있습니다.	 동경권	 내에서	 42회의	 크고	 작은	 전도회를	 개최하여	 동시다발적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대대적으로	 전파하는	 것입니다.	 	 	 !
어떤	 형태의	 전도	 활동이든지	 먼저	 신자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분발하여야	 성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각성의	 기초는	 열렬한	 기도와	 갈급하는	 심령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임은	 이

미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	 일본	 교회를	 위한	 한미일	 연합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은	 하

나님의	 뜻에	 아주	 부합되는	 일입니다.	 	 !
이번	 기도회의	 주	 기도	 제목은	 일본	 교회의	 각성과	 부흥이며	 Tokyo	 13	 후	 계속되어야	 할	 영혼

구원	 사업의	 성공입니다.	 성공의	 시작은	 먼저	 기도의	 성공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주님의	 사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열

렬한	 논쟁이나	 충분한	 시설이나	 풍부한	 영향력이나	 풍성한	 재정으로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승리들은	 간절하고	 고투하는	 믿음으로	 능력의	 팔을	 잡을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알현

실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증언	 4권	 443쪽)	 	 !
또	 이렇게	 권고하십니다.	 “성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이	 결합하는	 데에	 있습니

다.	 최대의	 성과를	 성취하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자의	 팔에	 매달리는	 자입니다….	 실로	 기도하

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부조와	 선지자	 509쪽)	 !
현재의	 일본	 교회가	 침체	 상태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본	 교회는	 저력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일본	 국민은	 친절하고	 정직하며	 근면하고	 성실합니다.	 이런	 덕목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일치합니다.	 일본의	 15,000	 교인들이	 분발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다면	 일

본의	 복음사업도	 완수될	 것입니다.	 	 !
특별한	 기도	 모임인	 이번	 11월의	 재림기도인	 연합성회가	 일본	 교회	 대	 부흥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빌	 4:13)	 	  

일본 교회를 위한 연합 기도회에 부쳐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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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기도 운동 연혁 

교회내	 영적	 각성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현실과	 교회밖으로	 재림	 교회에	 대한	 여전히	 잘못된	 인

식으로	 진리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하며	 지난	 2007년	 8월	 9일	 미서부연합	 야영회	 기

간중	 비공식	 순서로	 이와	 관련하여	 교회	 선교	 지도자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논제들의	 발표와	 

토론후	 결의된	 내용은	 첫째,	 타교파의	 편견에	 관계없이	 우리의	 선교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며	 둘

째,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선교	 활동을	 위한	 기도운동을	 실행한다는	 것등이었습니다.	 	 	 !
선교	 이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자각하며	 2007년8월	 26일	 있었

던2차	 모임을	 시작으로	 기도모임이	 꾸준히	 진행되던	 가운데	 2008년2월	 23일	 21명의	 목회자	 및	 

평신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북미주	 한인재림교회들에	 연합기도운동이	 처음	 소개되었습니

다.	 	 그후	 현재까지	 미주	 야영회	 그리고	 지역	 교회단체	 모임에서	 여러	 크고	 작은	 기도모임	 및	 행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
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
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12-18)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
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1)

연합기도운동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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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주관해왔으며	 특히	 2010년에는	 10/40창을	 위한	 범지역적	 기도회를	 주관하여	 북미주	 타민

족	 교회들에게도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기도가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
한편	 2007년	 시작된	 기도인연합	 네트워크	 방식으로	 회원들이	 미주내	 수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2011년	 9월	 18일	 기도인연합성

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2012년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300

여명의	 기도회원들과	 성도들이	 참여한	 성회를	 성공리에	 주관하였으며	 제	 2차	 재림기도인연합

성회를	 일본에서	 2013년11월에	 일본연합회와	 공동	 주최하기로	 결정하고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
2. 연합기도 목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개인과	 교회의	 시대적	 영적	 부흥이	 이를때까지	 기도의	 능

력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연계(連連繫)로	 (1)	 하나님과의	 영적관계의	 확립과	 (2)	 성도간	 믿음의	 동

역자로서	 영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함께	 재림기별	 확산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
3. 연합기도 내용 

첫째로	 기도요청자	 및	 참여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필요와	 영성을	 위해	 기도하며	 둘째로,	 각	 지역	 

교회들에서	 계획하는	 선교	 활동들,	 궁극적으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

는	 것입니다.	 !
4. 연합기도 참여 방법  

연합기도는	 (1)	 교회내	 기도모임을	 통하여	 (2)	 범지역적	 기도모임을	 통하여	 실행합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모임이	 없을경우	 교회	 사정에	 따라	 새로	 기도모임을	 결성하거나	 구역반	 

기도모임으로	 대체할수	 있으며	 기도모임의	 대표는	 성도들로부터	 기도제목을	 받아서	 기도인연

합에	 알리는	 한편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참여	 교회들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성

도들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열리는	 범교회적	 연합기도회가	 있을때	 이에	 대한	 소식

을	 전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참여할수	 있도록	 합니다.	 	 	 	 !
	 	 	 

5.  연합기도회 진행 방식 

!
5.1.	 연합기도	 모델	 	 !
Fig.	 1:	 개인기도	 –	 이	 방식은	 전달받은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각	 개인이	 

자기	 스케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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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단체기도	 –	 전달받은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교회나	 그밖의	 장소에서	 

여러명이	 단체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식	 1과	 함께	 대부분의	 일반교우들이	 연합

기도에	 참여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이다.	 	 	 	 	 	 !
Fig.	 3:	 개인기도	 (동시간)	 –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각개인이	 

컨퍼런스	 콜	 (Teleconference;	 다자간	 통화)	 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다.	 !
Fig. 4: 단체기도 (동시간) –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참여자	 모두

가	 단체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향

후	 수천명의	 동시	 참여가	 요구될	 긴박하고	 중요한	 기도제목이	 있

을때와	 같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단체로	 참여하는것이	 바람직할때	 

사용되며	 필요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화상통화를	 사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
Fig. 5: 연합기도의 일반 모델	 -	 이방식은	 현재	 진행되는	 연합

기도의	 일반적형태로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개인이	 골방에

서,	 기도모임에서,	 또는	 연합기도회에서	 개인으로	 참여하거나	 

단체로	 참여하는것을	 나타낸다.	 이연합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많아질	 경우	 (1)	 가능한	 단체	 참여	 (Fig.	 4)	 를	 권장하며	 (2)	 전

체가	 모이는	 연합기도회외에	 지역별	 또는	 시간대	 별로	 모이는	 

연합기도회를	 결성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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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동시간	 연합기도	 실행	 시스템	 모델	 	 !
사용되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용량	 (Network	 bandwidth)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기도회	 

개인	 참여자가	 20명	 이하일	 경우	 인터넷	 통화	 프로그램인	 Skype	 의	 컨퍼런스	 콜	 기능만으로도	 

전화를	 통한	 동시간	 연합기도가	 가능하다.	 	 참여자의	 수가	 이보다	 많을	 경우	 아래	 (Fig.	 1)	 에	 나

타난	 대로	 네트워크	 방식중의	 하나인	 Star	 topology의	 변형	 방식	 (Clustered	 star	 topology)을	 

사용한다.	 	 이	 방법	 실행은	 참여자들을	 연결하는	 서버	 역활을	 할	 시스템을	 	 	 허브(Hub)	 역활의	 

서버에	 연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허브(Hub)	 역활의	 서버들	 	 역시	 서로	 간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므로	 이	 방식을	 통해	 연결할수	 있는	 참여자의	 수는	 이론적으로	 제한이	 없다.	 	 또한	 여러	 

전화선이	 한	 서버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시스템	 과부하	 (System	 overload)	 에	 따른	 통화	 음질의	 

저하	 없이	 많은	 수의	 참여자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

 	 

기도인연합은	 위로	 대총회로	 부터	 기존의	 각	 지역교회들을	 포함한	 여러	 계층의	 재림교회	 단체

들의	 선교노력에	 협력하여	 현재	 지역교회	 및	 기관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1)	 연합

하여	 (2)	 연합기도를	 중심으로	 (3)우리의	 영적부흥과	 주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들

을	 (4)	 범지역적으로	 실행하는	 영적	 운동체입니다.	 추구하는	 사업의	 분야와	 대상,	 지역에	 제한

없이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활동하는것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

기도인 연합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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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인연합의	 특성적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대적	 사명	 (Appointed	 task)에	 따른	 우

리	 자신들과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하여	 범지역적으로	 활동하며	 둘째,	 재림기별	 확산	 

(Proclamation	 of	 the	 three	 angels'	 messages)을	 위한	 기도중심의	 사업	 (Prayer	 centered	 

work)을	 추진하며,	 셋째	 기도가	 절실히	 필요되는	 재림교회	 선교단체들과	 일반	 성도들간에	 연결

적	 역할	 (Networking	 function)을	 담당합니다.	 한편	 기도인연합은	 평신도	 주도의	 기능적	 실무	 

분담에	 따른	 조직으로	 필요에	 따른	 단계적	 활동	 확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
3.2.1. 기도인연합 이념 소개 

!
지난	 2007년	 8월	 9일	 교회	 선교	 지도자들의	 모임후	 바람직한	 기도생활의	 권장을	 위하여	 결성된	 

기도인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1.	 믿음의	 원칙들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칙들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방법에	 의존하기전에	 바른	 믿음

의	 원칙들을	 따르는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시기,	 방법을	 확연히	 알수	 없으나	 끊임

없이	 성경의	 원칙들을	 구하고	 주어진	 빛을	 따르면서	 성령의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
2.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익

히	 아는	 신앙의	 기본을	 실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기도제목을	 갖고	 기도하지만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자신들과	 교회의	 	 경건의	 부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
3.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이	 속히	 이루어	 질것을	 간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이미	 주어진	 약속이	 속히	 이루어	 질것을	 간구합니다.	 말씀에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통로가	 되기를	 간구

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인내가	 요구될	 기도의	 과정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깊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
4.	 성도간	 영원한	 관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영역을	 넓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

라를	 위해	 준비하는	 영원한	 관계의	 시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장시간	 기도

하는것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노력을	 함께	 하는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한	 우리의	 기도제목에	 포함된	 사람들이	 늘어가는것,	 이러한	 기도의	 동역

자들의	 연계야말로	 세상의	 어떤	 사귐과	 비교할수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확인을	 통해	 우리들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더욱	 열정적이	 되는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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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범교회적으로	 기도로	 연합합니다.	 

우리는	 범교회적으로	 각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믿음의	 기도에	 앞선	 교회가	 이끌고	 뒷선	 교회가	 따르게	 되는것,	 믿음의	 기도에	 	 앞선	 성도가	 이

끌고	 뒷선	 성도가	 따르게	 되는것을	 가능케	 하는것입니다.	 	 우리들의	 연합된	 기도가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영적	 세계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단체적으로	 공표하는것입니

다.	 	 신실한	 마음없이	 또	 오해로	 드려져	 그	 능력를	 잃은	 기도.	 그러나	 이제	 그	 기도의	 힘과	 정신

을	 우리가	 새로	 먼저	 경험하고	 이를	 선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

 	 !
성소의	 성막문과	 앙장에	 사용됬던	 네가지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중에서	 청색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흰색은	 죄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문의	 색중	 두가지	 흰색	 청색이	 사용된	 

아래	 로고의	 배경색은	 비록	 우리들의	 성격과	 신앙의	 성향에	 차이가	 있지만	 한가지로	 그리스도

를	 바라보며	 그의	 뜻에	 순종하여	 순결한	 그의	 품성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사용된	 단어들과	 본교단의	 로고로	 우리들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재림기별로	 세계를	 변화

시키는	 일의	 시작이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

 	 !

 	 

기도인연합의	 활동은	 성경에	 계시된	 남은자손	 (계	 12:17)	 에	 속한자들로서	 주의	 재림을	 위해	 준

비하는	 일에	 관련하여	 현재	 북미주를	 시작으로	 지역에	 제한	 없이	 아래의	 활동들을	 계획	 실행하

고	 있습니다.	 	 !

로고 설명3.3

기도인연합 활동 상황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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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기도운동이	 각	 교회에	 확산되도록	 매달	 범지역적	 연합기도회를	 주관하며	 재림성도들의	 

기도생활	 권장을	 위해	 기도인연합	 회보,	 웹사이트	 및	 그외	 간행물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를	 알립니다	 	 

(2) 교회내	 정기	 기도회가	 없는	 경우에	 연합기도를	 통해	 신규	 지역교회	 기도회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3) 연합기도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제목들에	 대한	 이해와	 연합기도의	 확산을	 위해	 기도회를	 위

한	 인터뷰	 및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4)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한	 	 기도의	 확산을	 위해	 이시대에	 필요되는	 성경연구,	 관련	 세미나	 및	 

기도성회를	 계획	 진행합니다.	 !

 	 !
기도인연합에	 참여는	 (1)	 연합기도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교회가	 	 기도모임	 

대표의	 연락처를	 기도인연합에	 통지하거나	 (2)	 개인이	 연합기도회에	 정기적

으로	 참여하므로	 이루어집니 다.	 !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	 5:17,	 	 

단	 10:12)	 을	 우리가	 진실 로	 믿을때	 우리의	 교회일

은	 더이상	 우리	 자신들의	 봉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

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의	 주권적	 역사의	 고귀한	 

통로가	 됩니다.	 	 !
연합하여	 드리는	 신실한	 기도.	 	 이것은	 	 성

도간	 믿음의	 동역자로 서	 서로에게	 큰

힘이	 되며	 하나님과	 연 합함으로	 하늘

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입니 다.	 	 이	 귀한	 연

합기도	 운동에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길	 기원합니다.	 !

기도인연합 참여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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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대극 / 삼육대 명예교수 

I.	 팔레스타인의	 기후	 !
지중해의	 동안(東岸)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지중해식	 기후의	 특징을	 많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

나	 팔레스타인에	 고유한	 높은	 산지(山地)와	 사막	 또는	 광야(曠野)	 때문에	 다른	 지중해	 지역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헤르몬산	 정봉으로부터	 여리고까지는	 거리로는	 약	 110마일(176킬로미터)

밖에	 안	 되지만	 약	 10,000피트(3,040미터)의	 고도	 차이가	 있다.	 이리하여	 헤르몬산에서는	 북유

럽에	 서식하는	 식물과	 비슷한	 종류들이	 살고	 있고,	 여리고에서는	 서인도제도에서	 자라는	 아열

대성	 과실들이	 생산된다.	 식물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북위	 31°~33°	 사이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아열대에	 속한다.	 따라서	 낮	 시간

은	 약	 10~14시간이고,	 기온이	 너무	 내려가거나	 너무	 올라가는	 일은	 별로	 없으며,	 다만	 요르단	 

계곡은	 예외적으로	 고온이다.	 욥바의	 연평균	 기온은	 67°	 F	 (19.4°	 C)이고,	 예루살렘은	 63°	 F	 

(17.2°	 C)이며,	 여름에도	 90°	 F	 (32.2°	 C)를	 상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연중	 얼음이	 어는	 날은	 

퍽	 드물다.	 기록적으로	 더웠던	 날은	 112°	 F	 (44.4°	 C)이고,	 기온이	 가장	 낮은	 경우는	 여리고의	 

25°	 F	 (–3.9°	 C)이다.	 !
바람은	 주로	 서쪽,	 즉	 지중해로부터	 불어오는데,	 이	 바람에는	 습기가	 묻어	 있어서	 겨울에는	 비

를	 내리게	 하고,	 여름과	 같은	 건기(乾期)의	 고온도	 견딜	 만하게	 해준다.	 매우	 견디기	 어려운	 바

람은	 동쪽에	 있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것인데,	 이것을	 시로코(sirocco,	 아랍어에서	 유래한	 이탈

리아어)	 또는	 함신(khamsin)이라	 일컫는다.	 이	 바람은	 가끔	 시야를	 가릴	 만큼	 짙은	 모래	 태풍을	 

동반한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여름에는	 불볕더위를	 몰아온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

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

이	 붊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눅	 12:54~55).	 동풍과	 남

풍은	 여름에서	 겨울로	 또는	 겨울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뀔	 때	 흔히	 부는	 바람이다.	 !

그룹토론 강해4.1

번개와	 소낙비를	 내시는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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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비는	 지중해에서	 오는	 서풍이	 산맥에	 부딪힐	 때	 생기는	 것인데,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올라

가면	 그	 습기는	 비가	 되어	 서부	 팔레스타인에	 내리게	 된다.	 이	 비는	 산지에만	 내리고,	 뜨겁고	 깊

은	 저지(低地)인	 요르단	 골짜기와	 사해에서는	 사라져	 없어진다.	 시원한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이	 저지에서	 만나면	 갑작스럽고	 속도가	 빠른	 폭풍을	 일으킨다.	 하지만	 시원한	 서풍은	 여기서	 따

뜻해져서	 비를	 만들지	 않고	 거기에	 있는	 수분을	 빨아들여,	 다시	 동쪽으로	 올라가서는	 요르단	 동

편(Transjordan)	 고원	 지대의	 서쪽	 경사면에	 비를	 뿌린다.	 서부	 팔레스타인	 지역에	 비를	 내려서	 

곡물이	 자라게	 하는	 과정은	 이처럼	 단순하다.	 다시	 말해서,	 지중해로부터	 올라온	 수증기가	 동쪽

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되어	 내려오는	 것이다.	 그리고	 요르단	 동편의	 서쪽	 지역에	 내리는	 비는	 

요르단	 계곡과	 사해와	 같은	 저지에서	 생긴	 다른	 수증기가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비가	 되어	 내려

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도	 오직	 겨울철에만	 작용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요인이	 있

다.	 첫째,	 팔레스타인의	 산들은	 습기를	 머금은	 따뜻한	 여름	 공기가	 이슬이	 되는	 온도까지	 냉각

되게	 할	 만큼	 높지	 않다.	 둘째,	 겨울에	 지속적으로	 강하게	 해안의	 공기를	 순환시키는	 극전선(極

前線,	 polar-front)이	 여름에는	 북쪽으로	 이동하여,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바다로부터	 이	 지역

으로	 흘러가는	 것을	 감소시킨다.	 !
이	 때문에	 팔레스타인에서는	 두	 계절,	 즉	 여름의	 건기(乾期)와	 겨울의	 우기(雨期)밖에	 없다,	 하

지만	 팔레스타인의	 이	 두	 계절은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및	 한국의	 여름	 및	 겨울과	 온전하게	 비교

될	 수가	 없다.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매우	 건조하고	 덥다.	 6월부터	 9월까지는	 비가	 전혀	 오지	 않

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물이	 조락(凋落落)하고	 전	 국토가	 마치	 죽은	 듯한	 사막과	 광야의	 모습으

로	 보인다.	 그리하여	 우기에	 팔레스타인에	 가보지	 못한	 이들과	 여름의	 끝	 무렵에	 처음으로	 이	 

지역을	 보는	 이들은,	 영구적인	 관개(灌漑)	 시설을	 통하여	 필요한	 물을	 공급하는	 곳을	 제외하고

는	 그	 땅에서	 무엇이	 자라거나	 생산될	 것으로	 결코	 믿지	 못한다.	 그러나	 비고	 오기	 시작한	 다음

에는	 전	 국토에	 엄청난	 변모가	 일어난다.	 전	 국토가	 갑자기	 생기를	 찾고	 땅의	 틈새들에서는	 풀

들이	 돋아나서	 꽃을	 피우고,	 거의	 죽은	 것	 같은	 갈색의	 풀들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윤기를	 내면

서	 푸르게	 변한다.	 !
“이른비”(RSV	 “가을비”)는	 성경에	 여러	 번(신	 11:14;	 시	 84:6;	 렘	 5:24;	 욜	 2:23;	 약	 5:7)	 언급

된	 것으로서	 오늘날의	 우리	 달력으로	 10월	 말	 또는	 11월에	 내리는	 비이다.	 이것은	 농부가	 땅을	 

갈고	 파종을	 하기에	 충분할	 만큼	 땅을	 부드럽게	 한다.	 이때에	 내리는	 비는	 상대적으로	 적은	 양

이지만	 12월	 말경에	 강우량이	 많아지고,	 보통	 1월이	 되면	 연중	 최대의	 강우량을	 기록한다.	 이	 

물은	 땅속으로	 깊이	 스며들어가서	 곡식들이	 자라게	 한다.	 그러나	 수확을	 좋게	 하려면	 아직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늦은비”가	 제/대에	 충분히	 오는	 것이다.	 이	 “늦은비”도	 성경에	 여러	 

번(신	 11:14;	 욥	 29:23;	 잠	 16:15;	 례	 3:3;	 5:24;	 호	 6:3;	 욜	 2:23;	 약	 5:7)	 언급되어	 있다.	 늦은

비가	 마지막으로	 내리는	 것은	 3월이나	 4월	 초인데,	 이것은	 곡물이	 익는	 것을	 도와준다.	 비가	 오

는	 마지막	 달들에	 소량의	 비만	 오고	 만다면,	 그보다	 앞서	 내린	 비가	 충분했다	 하더라도	 작황은	 

흉년이	 되고	 만다.	 !
 48



팔레스타인에	 건기가	 긺에도	 불구하고	 강우량은	 서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강우량에	 못지않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은	 연평균	 52일	 동안	 비가	 오고	 연강우량은	 25인치(약	 63센티미터)에	 달한

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도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	 도성은	 산등성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예루살렘의	 서부의	 강우량은	 동부보다	 6인치(약	 15센티미터)	 더	 많다.	 해안에	 위치한	 욥바의	 강

우량은	 약	 20인치(약	 51센티미터)이고,	 요르단	 계곡의	 북쪽	 강우량은	 약	 18인치(약	 46센티미터)

이나,	 남쪽	 여리고의	 강우량은	 약	 12인치(약	 30센티미터)에	 불과하다.	 남부	 사막	 지대에	 있는	 브

엘세바의	 강우량은	 8.8인치(약	 22센티미터)밖에	 안	 되지만	 팔레스타인의	 북서부	 지역의	 강우량

은	 36인치(약	 91센티미터)에	 달한다.	 !
팔레스타인이	 누리는	 천혜(天惠)의	 선물은	 특별히	 여름에	 많이	 내리는	 이슬이다.	 그것은	 지중해

로부터	 수분을	 머금은	 공기에	 의해	 서부	 팔레스타인으로	 이동하여	 밤에	 그	 지역의	 산들에	 부딪

혀서	 내리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이슬들은	 수분이	 절실히	 필요되는	 시기에	 생명을	 주는	 물방울

이	 되어	 내리는	 것이다.	 !
팔레스타인에는	 겨울에	 눈이	 조금밖에	 내리지	 않고,	 그것도	 산간	 지역에만	 내린다.	 눈이	 오는	 

사태에	 대한	 방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내리는	 눈은	 막대한	 어려움과	 고통을	 초래한다.	 

좀	 희귀하기는	 하지만	 폭설이	 내리는	 경우도	 가끔	 있다.	 1920년	 2월	 9일,	 예루살렘에는	 하루	 동

안에	 3피트(약	 90센티미터)의	 눈이	 내린	 것이	 있고,	 1950년	 2월에는	 내린	 눈이	 한	 주일	 동안	 쌓

여	 있은	 적도	 있다,	 현대사에는	 심지어	 4월에도	 눈이	 내린	 기록이	 두	 번(1870,	 1940)이나	 남아	 

있다.	 !
팔레스타인은	 세계	 역사에	 크나큰	 중요성을	 띠고	 있다.	 땅의	 크기나	 천연자원의	 가치로	 보면	 별

것	 아닌	 그	 땅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그	 땅이	 차지하고	 

있는	 지리적	 또는	 지정학적(地政學的)	 위치	 때문이다.	 팔레스타인은	 세	 대륙,	 즉	 아시아와	 유럽

과	 아프리카가	 접해	 있는	 위치에	 놓여	 있어서,	 고대의강대국들이	 탐내던	 땅이다.	 둘째는	 팔레스

타인이	 세계의	 3대	 종교,	 즉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성지(聖地,	 the	 Holy	 Land)이

기	 때문이다.	 이	 세	 종교의	 열성분자들이	 이	 땅을	 차지하거나	 그것의	 주도권을	 잡기	 위하여	 많

은	 피를	 흘린	 곳이기도	 하다.	 특히	 예루살렘은	 지난	 3,000년	 동안에	 70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을	 

만큼	 투쟁과	 소요의	 중심지가	 되었다.	 !
II.	 스가랴의	 예언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

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슥	 10:1).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이	 본문의	 전후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이	 본문의	 직접적인	 

문맥은	 스가랴	 9:9~17과	 10:2	 이하이다.	 특히	 본문의	 바로	 앞	 구절인	 9:16~17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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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

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

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	 !
이	 구절은	 좀	 더	 넓은	 문맥인	 9:9~17의	 끝	 부분이고,	 이	 문맥	 전체는	 “메시아	 왕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시리라.”는	 예언을	 말하고	 있다.	 특히,	 9절은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매

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기술하고	 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

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

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슥	 9:9).	 !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쟁과	 유혈(流流血)의	 과정을	 거쳐야만	 할	 것이며

(슥	 9:13~15),	 그런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는	 마침내	 목자와	 양떼의	 평화스러운	 광경으로	 장면

이	 바뀐다(16~17절).	 이와	 같은	 이미저리(imagery)의	 변화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평화도	 주신다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16절).	 보석은	 값지고	 아

름다울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존재하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다.	 메시아가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평화도	 이와	 같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

은	 곡식으로	 강건하며,	 처녀는	 새	 포도주로	 그러하리로다.”(17절).	 다시	 말해서,	 청년	 남녀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힘을	 얻게	 되리라는	 것이다.	 그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들

이	 농사를	 잘	 지어야	 하고,	 풍성한	 수확물을	 거두기	 위해서는	 먼저	 풍성한	 강우(降降雨)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곡식과	 새	 포도주를	 언급한	 다음에	 지시된	 것이	 바로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10:1)라는	 권고이다.	 !
팔레스타인의	 “봄비	 때”는	 우리가	 사는	 극동	 지방과는	 달리	 농부들이	 곡식을	 추수하기	 직전의	 

계절이다.	 이	 봄비	 때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수확은	 망치게	 된다.	 곡식과	 과실의	 결실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봄비	 즉	 늦은비는	 반드시	 와야	 하고	 충분히	 내려야	 한다.	 그래서	 그	 비를	 “구

하라”(Ask)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늦은비를	 구해야	 한다.	 우리의	 영적	 결실과	 시대적	 수확을	 

위해	 늦은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	 !
그렇다면	 이	 비를	 누구에게	 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여호와	 즉	 번개를	 내시는	 여호와께	 구해야	 

한다.	 천연계의	 질서와	 자연현상의	 변화를	 주관하시고,	 천체들을	 운행하시고	 지휘하시는	 “만군

의	 여호와”(9:15)께	 비를	 구해야	 한다.	 그분은	 “번개”를	 내는	 분이시다.	 “번개”는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예고이고,	 어쩌면	 큰물이	 나리라는	 경고이기도	 하다.	 충분한	 물을	 주시고	 그것을	 예고

하시는	 분이	 바로	 “번개를	 내는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실(10:1)	 것이다.	 “소낙비”는	 충분한	 것을	 넘어서	 넘치는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허락하심을	 의미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

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엡	 3:2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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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랴	 10:1에서	 “번개”와	 “소낙비”를	 언급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시고	 관대하신	 

분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우리는	 단순히	 비를	 구하지만	 그분은	 번개와	 천둥과	 소낙비와	 

장대비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결실과	 신앙적	 수확을	 거두지	 못하는	 것

은	 전적으로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그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는	 구해야	 한다.	 우리가	 비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소낙비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구름을	 구하

면	 하나님께서는	 번개와	 천둥까지	 보여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

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

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마	 7:7~8).	 !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	 비를	 구함으로써	 청년	 남녀들에게	 필요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

한	 수확을	 가지라고	 지시하신	 다음에	 스가랴는	 좀	 문맥에	 어긋나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다.	 “대

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

함이	 헛되므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슥	 10:2).	 여기서	 “드

라빔”(teraphim)과	 “복술자”(卜術者)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을	 누구

에게서	 얻을	 수	 있고,	 누구에게서는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드라빔”은	 고

대	 이스라엘의	 가속신(家屬神神)으로서(참고	 창	 31:19),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능력도	 기능도	 없

는	 사물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허탄한	 것”을	 말한다고	 했다.	 “복술자”는	 일종의	 점쟁이로서	 미

래를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바르게	 이루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이런	 

사물이나	 사람에게	 그	 중요하고	 요긴한	 비를	 구하는	 것은	 허사(虛事)요	 도로(徒勞勞)에	 불과하다

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이것들을	 언급하였다.	 !
우리가	 수확에	 필요한	 봄비	 즉	 늦은비를	 받기	 위해	 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즉	 

번개와	 소낙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우리는	 그분께	 비를	 구해야	 한다.	 그러면	 그분

이	 우리의	 영혼의	 결실을	 이루어주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풍성하고도	 영원한	 수확을	 하게	 될	 

것이다.	 !
III.	 ‘예언의	 신’이	 말하는	 늦은비	 !
‘예언의	 신’	 즉	 엘렌	 G.	 화잇(Ellen	 G.	 White)의	 글에는	 “늦은비”에	 관한	 언급이	 매우	 많이	 나타

난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동방에서는	 이른

비가	 씨	 뿌리는	 때에	 내린다.	 그것은	 씨가	 발아하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	 땅을	 기름지게	 하는	 소

낙비의	 영향	 아래	 부드러운	 싹이	 솟아난다.	 절기의	 끝에	 이르러	 내리는	 늦은비는	 곡식을	 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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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낫을	 댈	 준비를	 하게	 한다.	 주께서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하여	 천연계의	 이와	 같은	 

작용을	 사용하신다(슥	 10:1;	 호	 6:3;	 욜	 2:23,	 28	 참조).	 !
먼저	 씨가	 발아하고	 다음에	 익어	 추수하도록	 이슬과	 비가	 주어지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영적	 성

장의	 과정을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진행시키기	 위하여	 주어진다.	 곡식을	 익게	 하는	 것은	 하

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도덕적인	 형상이	 품성	 가운데	 완성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변

화되어야	 한다.	 !
이	 땅의	 농작물을	 익히는	 늦은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는	 영적	 은혜를	 나타낸

다.	 그러나	 이른비가	 내리지	 않았을	 것	 같으면,	 생명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푸른	 잎은	 솟아나

지	 않을	 것이다.	 초기의	 소낙비가	 그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것	 같으면,	 늦은비는	 아무런	 씨도	 완

전에	 이르게	 할	 수	 없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97~498).	 !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	 혹은	 앞선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회와	 함께할	 것이다.”	 (사도행적,	 54~55).	 !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른비’였으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비는	 더	 

풍성할	 것이다.”	 (교회증언,	 8:21).	 !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영적인	 은혜

의	 특별한	 부어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주심은	 늦은비가	 내리는	 것으로	 비유

되었다.”	 (사도행적,	 55).	 !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

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각	 시대의	 대쟁투,	 611).	 !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효과

를	 나타냈다.	 …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났느냐고	 물었다.	 한	 천사가	 대답하였

다.	 ‘그것은	 늦은비이며,	 주님의	 임재로부터	 온	 새롭게	 함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다.’”	 (초기

문집,	 271).	 !
“일꾼들이	 저희	 영혼	 속에	 내재하시는	 그리스도를	 모실	 때,	 모든	 이기심이	 죽고	 경쟁의식이	 사

라지며	 으뜸이	 되기	 위하여	 다투지	 않고	 일치단결의	 정신을	 앞세울	 때,	 또한	 저들	 스스로	 성결

케	 하여	 서로	 사랑하는	 정신을	 보게	 되고	 느끼게	 될	 그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추호도	 틀림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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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되어	 성령의	 은혜의	 소나기가	 분명히	 내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수고를	 도외

시하고	 교역자들이	 저들	 자신의	 우월함을	 나타내	 보일	 때,	 저들은	 저희의	 수고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을	 지니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실	 수	 없으시

다.”	 (가려뽑은	 기별,	 1:175).	 !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들을	 고치고,	 심령의	 전에서	 모든	 불결을	 정결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	 그것들이	 고쳐지고	 정결케	 될	 때,	 오순절	 날	 제자들에게	 이른비가	 내렸던	 것처럼	 

늦은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교회증언,	 5:214).	 !
“늦은비는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

워질	 것이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가려뽑은	 기별,	 1:191).	 !
“교회들이	 살아서	 일하는	 교회들이	 될	 때,	 그들의	 신실한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성령께서	 주어

진바	 될	 것이다.	 …	 그때	 하늘의	 창문은	 늦은비의	 소나기를	 위해서	 열려질	 것이다.”	 (Review	 

and	 Herald,	 1890.	 2.	 25).	 !
“우리는	 늦은비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그릇을	 깨끗하게	 해서	 

들고	 하늘의	 비를	 받을	 준비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다.	 ‘늦은비가	 나의	 그릇에	 내

리게	 하소서.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영광스러운	 천사의	 빛이	 내	 위에	 비치게	 하소서.	 저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대에게	 말하노니,	 그와	 같이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

께서는	 언제나	 그대를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그대에게	 은혜를	 주신다.”	 (The	 Upward	 

Look,	 283	 [1891]).	 !
“나는	 성령의	 부어주심이	 언제	 있을	 것인지,	 또는	 언제	 큰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세상을	 위한	 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셋째	 천사와	 합세할	 것인지,	 특정한	 시기에	 관하여	 받

은	 증언이	 없다.	 내가	 전할	 수	 있는	 기별은	 오직	 성령을	 받기	 위하여	 등잔의	 심지를	 다듬어	 불빛

을	 밝히도록	 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라는	 것이다.”	 (가려뽑은	 기별,	 1:192).	 !
“성령께서	 부어지실	 때,	 이른비를	 받지	 않고	 이해하지	 못한	 자들은	 늦은비의	 가치를	 알거나	 이

해하지	 못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397).	 !
“그들이	 가진	 빛에	 따라	 사는	 자들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적극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을	 수범하는	 일에	 날마다	 진보하지	 않는	 한,	 늦은비를	 통한	 성령의	 나타나심을	 인식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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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

거나	 받을	 수	 없다.”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99).	 !
“과단성	 있는	 노력이	 없이	 단지	 성령께서	 그들을	 강제로	 활동시킬	 때를	 기다리는	 자들은	 마침

내	 흑암	 중에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

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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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호 /전 삼육대 교수	 	 	 

1.	 성령은	 누구신가?	 	 !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라는	 존재로	 계시하셨다.	 	 

[창1:26,27]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

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우리”는	 

복수(複數數)이다.	 	 !
성경의	 하나님은	 복수로	 계시는	 분이심을	 계시해주는	 말씀이다.	 	 

그	 복수인	 우리가	 누구누구인지	 신약성경에	 분명히	 계시되었다.	 [마28: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복수	 존재이

신	 하나님은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계신다.	 신학적	 용어로	 삼위(三位)라고	 한다.	 그런데	 마

28:19에는	 아버지,	 아들,	 성령으로	 분명히	 세	 분으로	 복수인데,	 이름이라는	 말은	 단수(單數數)이

다.	 그러니까	 아버지,	 아들,	 성령	 세분의	 이름은	 하나뿐이라는	 말이다.	 그	 이름이	 “여호와”이시

다.	 	 !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삼위일체(三位一體)라고	 말한다.	 영어로는	 Trinity라고	 한다.	 이	 말을	 맨	 

먼저	 사용한	 사람이	 “테르툴리아누스	 (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	 약	 155년~약	 

230년)”라는	 교부이다.	 사실은	 이	 사람보다	 먼저	 삼위일체라는	 뜻의	 말을	 헬라어로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수리아	 안디옥의	 감독인	 데오빌로스로서	 168～183	 어간에	 ‘트리아

스(triva")’라는	 말을	 썼지만	 별로	 유명하지	 않아서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다.	 라틴어로

는	 테르툴리아누스가	 트리니타스(trinitas)라는	 말을	 220년경에	 처음	 사용하였다.	 	 !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있는	 말은	 아니다.	 이것은	 신학자들이	 만든	 신학용어이다.	 그

런데	 마28:19은	 삼위일명(三位一名)임을	 분명히	 나타낸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오직	 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삼위일체보다는	 삼위일명이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을	 가

지고	 있다.	 	 !

그룹토론 강해4.2

성령의	 역사와	 기도

 55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왜	 삼위로	 계셔야	 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핵심적인	 

속성	 사랑에	 대하여	 이해하면	 삼위로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지	 않을

까	 생각한다.	 	 !
사랑은	 대상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	 속성이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사랑으

로	 드러나려면	 신성이	 절대	 단독으로	 있으면	 신성의	 사랑이	 충만히	 발로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자존하신	 것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은	 세	 개체로	 여호와가	 되신	 것이

다.	 그래서	 여호와	 삼위	 사이에	 신성의	 사랑이	 충만한	 것이다.	 그	 삼위	 신성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실현되도록	 “우리”가	 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이다.	 그

리고	 둘로서	 “우리”가된	 그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단수로	 사람이라고	 하셨다.(창

5:1~3)	 삼위	 하나님이	 단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것과	 같이	 해	 주신	 것이다.	 	 !
이처럼	 신성의	 삼위	 여호와	 중에	 성령께서도	 한	 위이신	 여호와이시다.	 성경은	 삼위를	 각각	 개체

적으로	 계시한다.	 [엡4:4~6]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

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
이	 말씀은	 성령,	 예수,	 하나님이	 각각	 하나라고	 분명히	 계시하고	 있다.	 이	 말씀은	 세	 분이	 각각	 

하나의	 개체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	 그러나	 그	 세분은	 같은	 한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

을	 가지고	 있다.	 [슥14:9]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

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여호와는	 삼위만이	 유일하시고	 그	 이름	 여호와도	 삼위만이	 유일하게	 가

지는	 이름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	 “홀로	 하나”라고	 번역된	 말은	 “엑하드”인데	 신6:4에	 “오

직	 하나”라는	 말고	 같은	 단어이다.	 성령은	 여호와	 하나님	 삼위의	 한	 위이신	 분이시다.	 	 !
2.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성령의	 일	 	 !
1)	 창조에	 함께	 하셨다.	 	 

[창1:1,2]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시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욥33:4]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
2)	 구원사업에	 함께	 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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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눅1: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

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
성령은	 구주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동정녀에게	 구주	 예수께서	 잉태하게	 하셨다.	 성령의	 역

사로	 처녀에게	 잉태하여	 말씀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구주로	 오게	 하였다.	 	 !
또	 예수께서	 구속사업을	 다	 이루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일하신다.	 [고전

12:3]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

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고

백할	 수	 없다.	 성령께서	 인류가	 구원받는데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역사하신다.	 	 !
[요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3.	 오순절에	 보혜사로	 강림하셔서	 행하시는	 일	 	 

예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
1)	 네	 가지	 일	 	 

[요16:8~11]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9	 죄

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

라.	 	 !
(1)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	 	 

[요16:9]	 죄에	 대하여라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상태대로	 있는	 것

이다.	 그것이	 죄이다.(고전15:22,	 롬5:12,	 18)	 성령의	 책망,	 곧	 죄인들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역사

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주님과	 구주로	 믿게	 하신다.(고전12:3)	 	 !
(2)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	 	 

[요16:10]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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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

이라고	 하셨다.	 이	 말씀은	 쉽지	 않은	 말씀이다.	 그러나	 성소봉사에	 대한	 것을	 이해하면	 아주	 쉬

운	 말씀이다.	 	 !
우리가	 의롭다는	 선언을	 듣는	 것은	 제사장이	 속죄를	 하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선언할	 때이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	 예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셔

야	 하늘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실	 수	 있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가지고	 하늘에서	 속죄

봉사를	 하시고	 예수를	 믿는	 각	 개인에게	 흘리신	 그	 피를	 뿌리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

실	 때	 비로소	 성도들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다.	 성소봉사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

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은	 제사장으로	 봉사하여	 그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그	 봉사를	 위하여	 가시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서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의를	 위한	 것임을	 성령께서	 가르쳐주신다고	 한	 것이다.	 	 !
[히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

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벧전1: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

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

게	 더욱	 많을지어다.	 	 

[히12:24]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히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롬8:33,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3:30]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

님은	 한	 분이시니라.	 	 !
예수님의	 속죄봉사를	 받으시고	 의롭다고	 선고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성령은	 이것을	 

세상에	 알게	 하신다.	 	 !
(3)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심	 	 

[요16:11]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
삼판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는	 것이다.	 세상	 임금은	 사단인	 루시

퍼를	 가리키는	 말씀이다.	 사단은	 이	 세상이	 자기의	 세상이라고	 주장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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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인정하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망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하

셨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제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다시	 말하면	 사단

이	 찬탈한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하셨다는	 말이다.	 	 !
[눅4:5,6]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6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

라.	 	 

[히2:14]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

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골2:14,15]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	 정사와	 권세를	 벗어	 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

라.	 	 

[계12:10]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

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히1:6]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계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

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
요16:8~11에	 있는	 말씀은	 성소구조와	 봉사를	 기초로	 하여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설명해주는	 

말씀이다.	 죄를	 자백하고	 속죄를	 받도록	 책망하는	 것은	 성소	 뜰에서	 행해지는	 봉사와	 관련되어	 

있고,	 의롭다고	 선고하는	 것은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서	 휘장	 앞에	 피를	 뿌리는	 봉사와	 

관련되어	 있다.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희생	 짐승의	 머리에	 죄를	 고백한	 죄

인에게	 제사장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것은	 제사장이	 속죄봉사를	 하고	 죄를	 사유하신다는	 확실

한	 증거가	 되는	 것이다.	 심판은	 지성소봉사와	 관련되어	 있다.	 지성소봉사를	 통하여	 아사셀에게	 

죄의	 책임을	 묻는	 것이	 바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것을	 나타낸다.	 성소의	 구조와	 그	 봉사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면	 요16:8~11은	 이해가	 아주	 힘	 드는	 난해구절이	 된다.	 	 !
(4)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심	 	 

[요16:12~15]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13	 그

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

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	 그가	 내	 영광을	 나타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5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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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아듣고	 깨닫도록	 이끌어주지	 않으면	 성경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없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오셔서	 이	 일을	 수행하신다.	 	 !
[고전2:9~14]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

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

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

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

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

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

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	 육에	 속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

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	 하는	 것은	 다	 올바른	 것이	 아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

는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없기	 때문이다.	 	 	 !
4.	 성령의	 보편적	 역사(役事)와	 특수	 역사(役事)	 	 !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는	 보편적인	 역사와	 특수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창조와	 구

원사업에	 함께	 하신	 것은	 우리들의	 처지에서	 볼	 때에는	 특수역사로	 분류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서	 특수역사에	 대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조와	 구주	 탄생에	 관여하신	 그런	 사실을	 말하

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로서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	 	 !
1)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	 	 

(1)	 요한복음	 16:8~15에	 기록된	 내용.	 	 

위에	 말한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네	 가지	 사실은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여기	 다시	 쓸	 필요는	 없다.	 	 !
(2)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은	 사람들을	 예수를	 믿게	 하시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신다.	 	 

[요3:5~7]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

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딛3:5]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

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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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물로	 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말씀이다.	 	 !
[벧전3:21]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침

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
이	 말씀에서	 “표”라는	 말은	 헬라어	 “안티튀포스”인데	 이것은	 “튀포스”라는	 말에	 “안티”가	 붙어

서	 된	 말로서	 표상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튀포스”가	 표상이라고	 번역되었다.(롬5:14)	 

그러니까	 침례는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것으로	 구원의	 표상이라고	 설명하는데,	 물이	 의미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표상하는	 것이라는	 말이다.	 	 !
[벧전1:3]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
거듭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게	 역사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

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3)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생활을	 하게	 하신다.	 	 

[갈5:16,17]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

하리라	 17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

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롬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롬8:13,14]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

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갈5:22,23]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23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성령의	 주장으로	 생활해야	 한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성도들을	 인도하신

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
(4)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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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8:26,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

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라.	 	 !
(5)	 교회를	 진리로	 이끄시고	 실제적으로	 지도하신다.	 	 

[계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

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계2:7,	 11,	 17,	 29,	 3:6,	 13,	 22]	 일곱	 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
※	 성령의	 보편적	 역사는	 항상	 하시는	 역사이다.	 그러나	 특수	 역사는	 필요할	 때에	 나타내시는	 특

별한	 역사이다.	 특수	 역사는	 보편적	 역사를	 날마다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내신다.	 성령의	 

보편적	 역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특수역사에	 참여할	 수	 없다.	 	 !!
2)	 성령의	 특수역사	 	 !
앞에서도	 어디에	 쓴	 것처럼	 창조하신	 것이나,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행하신	 것은	 특수역사에	 속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복음	 시대에	 행하시는	 특수역사에	 대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교회에서는	 이른	 비,	 늦은	 비라는	 말로	 표현한다.	 구약성경에	 비유적으로	 표

현한	 말이다.	 그런데	 성령의	 이른	 비,	 늦은	 비	 역사(役事)는	 역사적(歷歷史的)	 개념(槪念念)이다.	 우

리가	 이	 말의	 바른	 개념을	 인식하는	 것은	 필요하다.	 개념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

반적인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아직	 어려서	 돈에	 대한	 개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이다.	 좀	 더	 학문적으로는	 “여러	 관념	 속에서	 공통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한	 하나의	 관념.”을	 말

한다.	 	 !
성령의	 역사에서	 비의	 역사로	 비유된	 것은	 일반적	 이해일	 수	 있지만,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할	 

때에는	 분명히	 역사적	 인식이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	 이것은	 성령께서	 특별한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를	 가리킨다.	 이른	 비로	 이해되는	 오순절에	 큰	 권능과	 이적으로	 행하신	 것

과	 같은	 능력의	 역사이다.	 그러므로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개념인	 것과	 동시에	 

특별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가리킨다.	 	 !
(1)	 이른	 비	 역사(役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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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은	 성령의	 역사를	 비(雨)로	 비유하고	 있다.	 사실	 성령의	 역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은	 많

다.	 바람(요3:8),	 물(요7:38,39),	 불(행2:2~4)	 등등.	 그러나	 우리교회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

이	 늦은	 비	 성령이라고	 하는	 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늦은	 비	 성령,	 이른	 비	 성령이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이것은	 성령의	 이른	 비	 역사,	 성령의	 늦은	 비	 역사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다.	 비는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
성령의	 역사를	 비로	 표현한	 것이	 직접적으로는	 성경에	 없다.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

록은	 있다.	 	 !
[사32:15]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

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
이	 말씀은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결과로	 광야가	 밭이	 되고	 밭이	 삼림이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비가와	 광야가	 밭이	 되고	 삼림이	 되는	 것을	 비유해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비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의	 강림과	 역사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
이른	 비	 늦은	 비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유대	 땅의	 기후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유대의	 기후는	 

한국	 기후	 같지	 않다.	 4계절이	 뚜렷하지	 않다.	 기후를	 건기(乾期)외	 우기(雨期)로	 크게	 나눈다.	 

건기는	 양력으로	 4~10까지가	 건기이다.	 11~3월이	 우기이다.	 	 !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월	 한	 달	 정도는	 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대	 광야에도	 초록색	 잔디와	 아

름다운	 야생화가	 피어난다.	 	 !
이스라엘의	 우기는	 요즘은	 일반적으로	 이른	 비,	 겨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	 같다.	 이른	 비는	 겨울철의	 시작기인	 10월~11월경에	 내리는	 비다.	 농부들에게는	 이른	 비가	 적

당한	 때	 내려야	 파종할	 수	 있다.	 장마	 비	 또는	 겨울비는	 12월에서	 2월	 사이에	 내리는	 본격적인	 

비이다.	 그리고	 “봄비”라고도	 하는	 늦은	 비는	 3월~4월경에	 내린다.	 늦은	 비는	 곡식의	 결실에	 반

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늦은	 비를	 축복의	 단비라	 불렀다.	 	 !
이른	 비는	 우리가	 보면	 가을비이다.	 늦은	 비는	 봄에	 오는	 비이다.	 우리나라에	 비가	 오는	 것으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유대	 땅	 기후와	 관련해서	 표현

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우기이다.	 우기는	 늘	 비가	 오는	 기간이고	 비가	 올	 수	 있는	 기간이

다.	 이른	 비	 늦은	 비라고	 하니까	 이른	 비가	 온	 후에는	 늦은	 비가	 올	 때까지	 비가	 오지	 않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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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착각하면	 안	 된다.	 성령의	 역사도	 그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른	 비의	 역사를	 하신	 후에	 아무	 역사도	 않다가	 늦은	 비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른	 비의	 역사	 후에	 늦은	 비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기로서	 성령	 시대가	 되어	 항상	 역사하

신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항상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뿌리와	 줄기와	 앞과	 이삭이	 튼실하게	 성장해야	 늦은	 비가	 내릴	 때	 쓰러지지	 않고	 결실한다.	 평

소에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결코	 늦은	 비의	 역사를	 견딜	 수	 없다.	 	 !
역사적으로	 이른	 비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말한다.	 그래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복음을	 크게	 증거하셨다.	 그날	 이후로	 계시록에는	 일곱	 교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명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교회에	 맡긴	 모든	 교회	 시대를	 친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일은	 비인	 오순절	 성령	 강

림	 후에	 성령께서	 역사를	 멈추고	 있다가	 역사의	 종말에	 늦은	 비의	 역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른	 비로	 강림하실	 때부터	 늦은	 비로	 역사하실	 때까지	 모든	 시대	 동안	 역사하신다.	 	 !
(2)	 이슬의	 역사	 	 

우기	 동안	 비는	 필요할	 때에	 온다.	 때때로는	 비가	 필요한데	 가무는	 경우가	 있다.	 그처럼	 성령의	 

역사도	 가문	 때가	 있었다.	 그것이	 계11:3~6에서	 볼	 수	 있다.	 	 !
[계11:3~6]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

을	 예언하리라	 4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5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

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

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

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
1260일	 또는	 마흔두	 달,	 한	 때	 두	 때	 반	 때,	 이	 기간은	 성령	 역사의	 가뭄이	 든	 시대이다.	 위의	 성

경구절에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이것은	 변질된	 교회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가뭄이	 들었다는	 것이다.	 	 !
가물어도	 이슬은	 언제나	 내린다.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일은	 아주	 드물다.	 성령의	 보편적이며	 

일반적인	 역사를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
[신32:1,2]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2	 나의	 교

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호14:5]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저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

리가	 박힐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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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	 같고	 하나님	 자신이	 이슬과	 같다고	 했다.	 성령하나님께서	 이

슬	 같은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우기	 동안	 내리는	 비와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은	 성령의	 보편적인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다.	 식물

은	 이슬을	 잘	 받아야	 한다.	 이	 이슬을	 하늘의	 보물이라고	 했는데,	 성령을	 선물로	 보내신	 것은	 하

늘	 보물	 창고를	 열어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항상	 역사하시는	 것은	 보물을	 얻게	 하

는	 것이다.	 	 !
[신33:13,14]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컨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14	 태양이	 결실케	 하는	 보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보물과.	 	 !
이슬과	 물과	 태양과	 달의	 작용이	 다	 식물을	 자라게	 하고	 결실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항상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실하게	 한다.	 	 !
오순절의	 이른	 비의	 역사로	 시작하여	 역사의	 종말에	 늦은	 비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가	 종결될	 때

까지	 성령께서	 진리를	 따라	 생활하고자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랑에게	 역사하신다.	 이	 역사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령의	 역사이다.	 	 	 !
(3)	 늦은	 비	 역사	 	 

이미	 말한	 것처럼	 이른	 비,	 늦은	 비로	 상징된	 성령의	 역사는	 역사적	 개념이다.	 성경의	 종교과	 신

앙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	 후에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고	 증거기	 시작할	 때

에	 성령께서는	 마치	 유대	 땅	 기후의	 이른	 비가	 내려서	 땅에	 파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생명

의	 복음의	 씨가	 심기고	 움돋고	 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올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리

고	 계속적으로	 비의	 역사로	 이슬의	 역사로	 교회와	 교인들에게	 역사하셨다.	 그	 역사를	 잘	 받아들

인	 교인들은	 거룩한	 생활을	 이어나간다.	 모든	 교회	 시대동안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이제	 역사

의	 종말에	 알곡들을	 거두어들일	 때가	 되면	 성령께서는	 이른	 비	 때에	 나타냈던	 것과	 같은	 능력의	 

역사를	 하신다.	 	 !
이런	 성령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슬	 같은	 역사를	 날마다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

리고	 늦은	 비	 역사는	 개인에게	 역사하는	 것이	 맞지만	 그	 개인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에	 속한	 성

도로서의	 개인이다.	 교회를	 떠나서	 늦은	 비의	 역사를	 행하지	 않으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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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이	 마쳐지는	 종말의	 때에	 성령의	 지도하에	 헌신한	 신자들이	 열렬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거룩한	 은혜의	 특별한	 증거가	 그	 노력에	 수반될	 것이다.	 동방나라들에

서	 파종기와	 추수기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상징을	 통하여	 히브리	 선지자들은	 특별한	 방

법으로	 하나님의	 교회	 위에	 부어질	 영적인	 은혜를	 예언하였다.	 사도	 시대에	 성령을	 부어	 주심은	 

이른	 비,	 혹은	 먼저의	 비의	 시작이었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종말에도	 성령의	 임재가	 참	 교

회와	 함께	 할	 것이다.	 	 !
그러나	 세상의	 추수의	 끝이	 가까울	 때에,	 인자의	 오심을	 맞기	 위해	 교회를	 준비시키고자	 하시는	 

영적인	 은혜의	 특별한	 부어	 주심이	 약속되어	 있다.	 이러한	 성령의	 부어	 주심은	 늦은	 비가	 내리

는	 것으로	 비유되었다.	 그리고	 이	 더해진	 능력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은	 “봄비	 때에”	 추수하

는	 주인에게	 탄원을	 올려야	 한다.	 그	 응답으로	 주께서는	 “번개를	 내”시고,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리실	 것이다.	 “그가	 …	 비를	 내리시되	 …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슥	 10:1;	 욜	 

2:3).	 	 !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신자들이	 모든	 영적	 성장의	 근원되신	 분과	 살아있는	 연결을	 맺

지	 않는다면	 그들은	 추수	 때를	 위하여	 준비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등을	 손질하고	 불을	 밝히

지	 않는다면	 특별히	 필요	 되는	 때에	 더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할	 것이다.	 	 !
끊임없이	 새로운	 은혜의	 공급을	 받는	 사람만이	 매일의	 필요에	 알맞는	 권능과	 그	 권능을	 사용할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영적인	 권능의	 특별한	 부으심을	 통하여	 영혼	 구원	 사업에	 기적적으

로	 적합하게	 될	 어떤	 미래를	 고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	 그

분이	 그들을	 그분의	 사용	 목적에	 적합한	 도구로	 만드시게	 할	 것이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의	 활

동	 범위	 안에	 있는	 봉사의	 기회를	 활용한다.	 날마다	 그들은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에서	 

어떤	 대수롭지	 않은	 노동을	 하거나,	 유용한	 공공	 분야에서	 일하거나	 주님을	 증거한다.](사도행

적	 54)	 	 !
이	 참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이다.	 은사에	 부족함이	 있는	 교회에서는	 늦은	 비

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교회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는	 것

이다.	 	 !
[고전1:5~7]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므로	 6	 그

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7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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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예언의	 영의	 증거를	 갖지	 못한	 교회는	 은사가	 부족한	 교회이다.	 이런	 

교회에서는	 늦은	 비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다.	 오직	 예언의	 영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늦은	 비의	 역사를	 경함할	 것이다.	 그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뿐이다.	 	 !
위에	 인용한	 예언의	 신의	 증언대로	 늦은	 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이슬의	 역

사,	 우기	 동안	 내리는	 일반적인	 비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
이것을	 쉬운	 말로	 하면	 날마다	 체력을	 단련하는	 사람이	 위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	 	 !
역사의	 종말에	 늦은	 비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른	 비	 늦은	 비는	 성령의	 역사(役事)의	 역사적(歷歷史的)	 개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성령의	 

활동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
5.	 성령의	 역사와	 기도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이끄신다.	 성령의	 감동과	 지도	 없이는	 올바를	 기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
우리가	 성령의	 늦은	 비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이미	 앞에서	 말한	 대로	 성

령의	 이슬	 같은	 역사와	 우기에	 일상으로	 내리는	 비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늦은	 비의	 역사

에	 참여할	 수	 없다.	 위에	 인용한	 사도행적에	 그	 사실이	 잘	 기록되어	 있다.	 	 !
1)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롬8:26,27]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	 마음을	 감찰하시

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

라.	 	 !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성령께

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
[계8:3]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
이	 말씀은	 성도들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과	 합하여	 보좌로	 올라간다고	 하였다.	 이	 향은	 예수님과	 

성령이	 성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성도들의	 기도가	 단독으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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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드려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
[히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
성도들은	 마음을	 다하여	 정직하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성령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하

시고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으로	 보인다.	 	 !
2)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엡6:18]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유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
성경은	 기도의	 공식을	 가르쳐주었다.	 	 

아버지	 하나님께(마6:9)	 	 

령	 하나님	 안에서(엡6:18)	 	 

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요14:13,14)	 	 !
에베소의	 말씀이나	 유다서의	 말씀은	 원문으로	 똑	 같은	 말씀이다.	 “엔	 프뉴마티”이다.	 에베소서

에는	 “성령	 안에서”라고	 번역했고	 유다는	 “성령으로”라고	 번역했다.	 같은	 사실을	 뜻하는	 것이

다.	 	 !
예수	 이름으로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	 그	 기도

와	 합하여	 드려진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뜻이다.	 예수께서도	 항상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다고	 하셨다.	 	 !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다.	 	 

[에녹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 하게	 되면	 될수록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악행이	 증가하는	 것

을	 슬퍼하고	 저들의	 불신행위가	 하나님께	 대한	 그의	 존경을	 감소시키지나	 않을까	 염려하여,	 

저들과의	 지속적	 교제를	 피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

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주의	 뜻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자	 주의	 앞에서	 기

다렸다.	 그에게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	 같았으며	 그는	 바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부

조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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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

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원고	 24,	 1904,	 1기별	 88)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며	 영적	 힘을	 얻는	 비결이다.	 이	 외에	 어떠한	 은사라도	 기도를	 대신하

지	 못하며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게	 하지	 못한다.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생명의	 샘이신	 그리스

도와	 접촉하게	 하며	 영적	 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한다.	 기도를	 게을리하거나	 또	 형편을	 따라	 

기도를	 가끔	 중단하였다	 계속하였다	 하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게	 한다.	 그리고,	 영적	 기능

이	 마비되며,	 영적	 경험은	 원기를	 잃고	 허약해진다.](복음전도	 254]	 	 !
예수께서는	 숨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	 영혼의	 호흡인	 기도

가	 가능하다는	 것도	 가르쳐주는	 것이다.	 	 !
[요20:22]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

이	 말씀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그	 생명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다.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주관하시고	 영혼의	 생명

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
우리는	 성령의	 주장으로	 기도하면서	 또	 늦은	 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늦

은	 비의	 역사에	 참여하려면	 이슬	 같은	 역사,	 우기에	 일반적으로	 내리는	 비의	 역사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즉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하고(이슬의	 역사)	 때때로	 비로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	 즉	 심령부흥회나,	 기도회,	 사경회	 등에	 참석하여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경험	 없이	 늦은	 비를	 위하여	 간구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우리는	 정

말	 성령의	 늦은	 비의	 역사,	 곧	 역사의	 종말이	 있을	 큰	 능력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복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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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祈り―国際リバイバル集会 2013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3   

シオンよ、主に請い求めよ。 ゼカリヤ 10:1 

!
!
!
!
!
!
!
!

期間 : 2013年11月7日(木)〡11(月) 
場所 : 日本国立女性教育会館(埼玉県)  
主催 : 祈祷連合会 / 日本教団(JUC) 
後援：北アジア太平洋支部／韓国教団(KUC), 北米、韓人教会協議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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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の雨の聖霊が注がれるのを待ち望み集まる人々	 

	 	 

私たちは心から主の再臨を待ち望んでいます。	 	 

すべて、時間の預言が成就された後、幾世代を経て	 	 

人々は漠然と預言に述べられている出来事を待ってきました。	 	 

しかし今や大地から、海から、空から	 	 

さらに大きく聞こえてくる再臨の兆しがあります。	 	 

苦しみの歳月を減らすため、大地の風をしっかり押さえている手がその力を抜いてい

ます(黙示録7:1)。	 	 

!
一日に数十万の人々が救いの希望なく消えていく痛みを	 

終える時が近づいてきています。	 

このような時、一人の悔い改めによって天が喜ぶことを思い出し(ルカ15:7)、	 

私たちに任せられている使命を持って人々を呼び醒ます通路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

す。	 

!
まず、上からの力を切に望み、	 

その祝福の通路となることを望む人々が	 

聖霊の注がれることを望み集まるでしょう。	 

約束を信じ(ルカ11:13)、共に求めるため集まるでしょう。	 

信仰の働きのビジョンを分かち合うため集まるでしょう。	 

そして私たちが天の民として	 

この世に属していないことをお互いに確認するでしょう。	 

暗闇の狭い道であっても	 

!
与えられた光に従って預言通りの道に進むことを、	 

心を一つにして表す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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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ような時、神が聖霊を注いでくださることを信じます。	 

しかし、炎のような聖霊の降下が遅れるとしても、	 

たとえそうでなくても(ダニエル書3:18)、	 

救いの神のゆえに踊り(ハバクク書3:18)、	 	 	 

鉄が鉄を持って研磨されるように(箴言27:17)、	 	 

散らばっていた天の民が集まり力を添えることによって	 	 

神に栄光をささげるでしょう。	 	 

!
私たちは心から主の再臨を早めたいと願っています。	 	 

屋根裏部屋に集まった120人の弟子たちと聖徒たちのように	 	 

世的な立場から見ると、愚かな教えに従い、	 	 

しかしながら心を探りささげる合同の祈りが	 	 

ついに約束の聖霊の賜物をくださるということを信じるからこそ	 	 

清い心を持って	 	 

天の民の総会に集まるでしょう。	 

!
	 	 	 	 	 	 	 	 	 	 	 	 	 	 	 	 	 	 	 	 	 	 	 	 	 	 	 	 	 	 	 	 	 	 	 	 	 	 	 	 	 	 	 	 	 	 	 	 	 共に祈る会	 

国際リバイバル修養会	 

「ごあいさつ」セブンスデー・アドベンチスト	 	 

!
日本教団	 総理　島田真澄	 

	 	 

「教会は、神が人の心を変える恵みの舞台である」と言われます。教会は、まさに人

類救済のために神が組織された福音伝道機関です。しかしいま、日本のアドベンチス

ト教会は、力強くキリストの福音を宣教しているとは言えません。日本に住む人々の

人生を決定的に変える変革の舞台となってはいないのです。	 

 75



　 この意味で、日本の教会はあまりにも無力のように見えます。福音宣教の影響力は

日本人に対して極めて小さく、教会は人々の人生を変える聖霊の働く感動の舞台とも

なっていません。毎年のバプテスマ数がその事実を如実に物語っています。牧師も信

徒もいつものように教会でお決まりのプログラムに真面目に奉仕しています。安息日

学校、礼拝、そして昼食での交わりを守ることに忠実です。しかし、それだけでは天

与の使命を果たしているとは言えないのです。	 

本来教会は仲良し集団に終わらないはずです。神の国の拡大、救霊を祈る、そのため

に建てられた使命集団こそ教会です。出て行ってすべての国民をキリストの弟子とす

ることが教会の使命です。その使命を果たさなければ、教会はもはや地の塩、世の光

ではありません。いま、各個教会の 大の欠落は何でしょうか。使命感の欠如。リー

ダーシップの脆弱さ。中心信徒の高齢化。聖霊の不在。キリストの中心性の喪失。若

い信徒の無関心。ビジョンの不明確さ。世俗化。等々・・・。	 

　 この教会の現状に風穴を開けたいと思います。教会をワクワクするようなドキドキ

するような「神の恵みの舞台」にしたいと願います。毎週毎週、感動と感謝と賛美に

あふれる聖霊の風の吹き抜ける「神の恵みの舞台」としたいのです。挑戦しましょ

う、教会のリバイバルと改革に。いつ？いま！　誰が？一人一人が！　どこで？各教

会で！　どのように？祈りと行動によって！　結局、何を祈り求める？リバイバルと

改革です！！　	 

!
リバイバルも改革もいつも祈りによって始まりました。初代教会もあの１０日間の祈

りから始まりました。世界も歴史も祈りの教会によってひっくり返されました。宗教

改革も、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誕生も祈りによりました。いつも神のご計画の新しい

扉は祈りによって開かれたのです。いま、日本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リバイバルと

改革のために、この「国際リバイバル修養会」に期待します。徹底的に祈り、み言葉

に聴きたいと思います。	 

!
海外からのゲストの方々に心からの歓迎の意を表します。今回、祈りの舞台として

「日本」を選んでくださったことに深く感謝いたします。日本は祈りがいのある国で

す。この国が変われば世界が変わります。私たちも他の国々のために心から祈らせて

いただきます。特に参加して下さったすべての方々の母国のために、その救いのため

に祈ります。「国際リバイバル修養会」の上に主のご臨在と油注ぎとが豊かにありま

すよう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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歓迎の言葉	 

ハン・キュヒョン/「共に祈る会」-	 2013再臨「共に祈る会」聖会準備委員	 

!
2013アドベンチスト「共に祈る会」聖会に参加された信徒のみなさん!	 

韓国と日本、そしてアメリカから来られた祈祷会の会員方と信徒の方々を心より歓迎

いたします。	 

日本に再臨使命を伝えた宣教師グレンジャーを送ったアメリカ、彼を通してメッセー

ジを受けた国谷秀氏の日本、そして国谷伝導師を通して、李応顕と孫興祚がバプテス

マ受けることによって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歴史が始まった韓国。それから100余年が

過ぎた今日、その三か国の再臨信仰の子孫が日本に集まりました。主の再臨を待ち望

み、約束された聖霊が注がれることを願い集まったのです。今日、私たちの出会いが

主の再臨を早める過程の中にあることを信じて、この尊い働きに参加させてくださっ

た神の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	 

「共に祈る会」は敬虔のリバイバルに対する約束によって2007年始まった共に祈る運

動を通して、結成された純粋な霊的覚醒運動体です。アメリカで運動が始まったので

すが、初期からその活動は広い地域に及びました。真に少数の人々により始まった祈

りの集いの結果、教会内の信徒の霊的活動に、祈りに関する考えと実践において多く

の変化がもたらされました。しかし特に今回の日本での集会は、共に祈る運動の拡散

に新しい道しるべとなるでしょう。なぜなら今の時代において、教会が変えられるた

めに絶対的に必要なのが聖霊の力であることを確信する日本教団の指導者の方々と、

いろんな困難の中から日本、韓国、そしてアメリカ各地に散らばっていた祈祷会の会

員が心を一つにして一緒に準備した聖会であるからです。そして謙虚に、共に祈るこ

とを願う主のしもべたちによってこの集会が準備されたからです。	 

私たちは心から主の再臨を待ち望んでいます。そして主の再臨前にあると預言されて

いる聖霊の注がれを待ち望んでいます。そしてその約束された聖霊の後の雨の注がれ

のために準備できることを願います。	 

マタイ24章14節のみ言葉を成就するために努力している人々にとって も大きな挑戦

は、そのことの実現が不可能に見えるところにあります。今までなされた宣教状況を

見れば、地の果てまで、すべての民族に宣教するのが不可能に見えるということで

す。しかしかつて宣教を教会の も重要な働きとしていたアンドリュー・モレイは

「教会を祈らせる者は、世界歴史において世界宣教に も大きな貢献をするだろう」

といいました。祈りが宣教の命綱であることです。刈り入れの働き手を送ってほしい

(マタイ	 9:38;	 ルカ	 10:2)との祈りは結局、福音の光をもって地を照らすこと(黙示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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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を可能にする預言された聖霊を求める祈りです。今日、その祈りの精神の拡散の

ため私たちが集まったことは決して偶然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	 

昨年｢共に祈る会｣聖会に参加した300人余りの信徒の心に刻まれた聖霊の感動が、ただ

いま日本列島に聖霊の火でもって拡散されることを希望いたします。各々心を探り参

加する今回の聖会を通して、共に神に栄光を帰すことができる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

す。	 

!
!
ベリ〡·ブラック、米国上院チャプレン	 

Barry	 Black,	 Chaplain	 of	 the	 United	 States	 Senate	 

!
私はアメリカの上院のチャプレンであるバリー･ブラックです。今回のとても大事な国

際リバイバル集会に関心を持つほど知恵のある皆様がたを心からお祝いいたします。	 	 

国家とこの世界が祈りを本当に必要とする時があるとすれば、今がまさにその時で

す。	 	 	 

祈らなければ失う祝福がたくさんあるが故に、今回の国際リバイバル集会が国家、そ

してこの世界にとって大事なのです。	 	 

祈らなければ解決できない問題があるが故に、私たちは今回の国際リバイバル集会を

必要としています。	 	 

人間の知恵ではどうにもならない問題があります。	 	 

ヤコブの手紙5章17節では、エリヤは私たちと同じような人間でしたが、祈りを通して

彼の国の偶像礼拝問題を見て、雨が降らないようにと熱心に祈ったところ、3年半にわ

たって地に雨が降らなかったと言っています。	 	 	 

つまり、祈らなければ解決できない問題があるのです。	 	 

弟子たちが一人の子供から悪霊を追い出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後、静かにイエスの元

に来て	 

「私たちが悪霊を追い出せなかったのはなぜですか?」と聞いたとき、	 	 

イエスは「祈りと断食以外ではこのような類は出ていかない」とおっしゃい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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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に、祈りが、この世が与えられない、また奪うことのできない平和を与えてくれ

る故に、	 

私たちはこの国際リバイバル集会を必要としているのです。	 	 	 

フィリピの信徒への手紙4章6～7節に「どんなことでも、思い煩うのはやめなさい。何

事につけ、感謝を込めて祈りと願いをささげ、求めているものを神に打ち明けなさ

い」と記されています。	 	 

そうすれば人間の理解を超える神の平和が皆様と私の心をキリストイエスの中に守っ

てくださるでしょう。	 	 

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国際リバイバル集会に興味を持つという知恵が祝

福をもたらすでしょう。	 	 

そして問題を解決し、神の真の平和を経験するでしょう。	 

	 	 	 

!
デレク·モ〡リス、世界総会牧会副部長	 	 
Derek	 J.	 Morris	 /	 	 Editor	 of	 Ministry	 	 

Associate	 Secretary	 of	 the	 Ministerial	 Association	 at	 General	 Conference	 	 	 	 

!
今日、皆様のための主の特別なメッセージをお伝えします。イエスが私たちに「収穫

は多い」とおっしゃっています(ルカ10:2)。たくさんの人々が、まもなく来られる主

の再臨を準備しながら天国の一員となる招待を待っています。	 	 

しかし、収穫の働き手が必要です。収穫の働き手として召された多くの人が物的所

有、仕事や人間関係など、 も優先的でないことに注意をとられています。	 

	 	 

主は私たちに、神に求めなさいと言っておられます。私たちは神の奇跡の歴史、そし

て超自然的な祝福を見る必要があります。多くのことが私たちに挑戦して来ますが、

神は私たちに立ちふさがっているどんな障害よりも大きな方です。	 

	 	 

2013年11月7-11日、収穫するための働き手が「祈り―国際リバイバル集会　 2013」の

ため日本、埼玉所在の国立女性教育会館に集ま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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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に祈る会と日本教団が共同主催していますが、この国際リバイバル集会は2007年、

アメリカの韓国人アドベンチスト教会員によって始まった共に祈る運動の結果なので

す。	 

	 	 

昨年あった韓国での国際リバイバル集会	 2012で、私たちは驚くべき祝福を経験しまし

た。神が今年の11月、日本の埼玉市で再び驚くべき御業をなされることでしょう。	 

	 	 

神の収穫に働き手をくださるよう、一緒に祈りませんか。神にその収穫の場に私たち

を送ってくださるよう、祈ってみませんか。皆様の人生の中に、そして主に忠実に従

う世界の信徒たちの人生の中にあるべき霊的リバイバルのために祈ってみませんか。	 

	 	 

日本の埼玉市にある日本国立女性会館で開催される祈り―国際リバイバル集会	 2013

に、たくさんの方々が参加なさることを望んでいます。もし直接参加できなくても、

日本で、韓国で、そしてアメリカと世界各地で合同祈祷に参加することができます。	 

	 	 

まもなく収穫の時は終わります。収穫の主に祈り、その収穫に主とともに参加しま

しょ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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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国際リバイバル集会プログラ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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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会礼拝プログラム	 
日時：2013.11.7	 

司会：ジョン・ドンチュン	 	 !
賛美	 	 	 -	 愛のデュエット	 	 	 ***	 ピアニスト(キム・セウン、イム・ミョンスク)	 

テーマソング　　　　　　　　　	 会衆一同	 

始めの祈り　　　　　　　　　	 	 	 下河　眸	 

国際リバイバル集会講師紹介　ジョン・ドンチュン	 

歓迎の言葉　　　　　　　　　	 	 島田真澄	 

歓迎及び「共に祈る会」紹介　　ハン・ギュヒョン	 

特別賛美歌　　　　　　　	 	 渡部尚子・安居恵子	 

お話　　　　　　	 	 	 	 	 	 	 　	 	 島田真澄	 

終わりの賛美歌　　　　　　　	 	 会衆一同	 

終わりの祈り　　　　　　　　	 	 島田真澄	 

お知らせ及び案内　　　　　　	 	 李鶴琫	 !!
安息日学校 	 	 	 
日時	 :11.	 9.	 2013	 	 

司会	 :日本:花田憲彦	 !
賛美	 :	 	 	 	 	 	 	 	 	 	 	 	 	 	 	 	 ソングサービス	 

黙祷　　　　　　　　	 	 会衆一同	 

テーマソング　　　　	 	 会衆一同	 

お祈り　　　　　　　	 	 アメリカ	 

校長挨拶　　　　　　	 	 浅川千鶴子	 

特別プログラム　　　	 	 ソン・ギョンサン	 

教科研究　　　　　　	 	 アン・サンギ/(アメリカ)‐全体/グループ	 

献金担当　　　　　　	 	 	 (アメリカ/日本/韓国)	 

祝祷	 	 	 	 	 	 	 	 	 	 	 	 	 	 	 	 	 	 엄영대장로	 !
説教礼拝	 
日時	 :	 11.	 9.	 2013	 

司会	 :	 成善済	 !
歓迎及び「共に祈る会」の紹介：盧貴煥(ノ・グィファン)	 	 

黙祷　　　　　	 　　　	 	 会衆一同	 

頌栄	 	 	 

祈願	 　　　　　　　　	 	 説教者	 

テーマソング	 　　　	 	 会衆一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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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書朗読　　　　　　	 	 	 岡崎芳夫	 

お祈り	 　　　　　　　	 	 박재순장로	 
献金案内及び祝祷	 	 

アピールソング　　　	 	 	 渡部尚子	 

献金　　	 	 　　　　　	 	 	 (アメリカ/日本/韓国)	 	 

特別賛美歌　　　　　	 	 	 聖歌隊あるいは愛のデュエット	 

お話　　　　　　　　	 	 	 ステファン・ボア(通訳:	 渡部義和/ハ・ホンパル)	 

賛美　　　　　　　　	 	 	 会衆一同	 

祝祷　　　　　　　　	 	 	 説教者	 !
特別証プログラム  
日時	 :	 11.	 9.	 2013	 

司会	 :(ジョン・ドンチュン)祈り:	 	 特別賛美歌:愛のデュエット	 

***	 	 1部:	 イ・ルダ、ナム・ソンギュ、宮本尚之・智子(30分)	 	 

	 2部:	 チャン・イクサン、オ・ヨンヒ、三宅純子(30分)	 

***	 	 3部:	 会衆の証	 !
연합기도회 및 献身(閉会)礼拝プログラム 
日時	 :	 11.	 11.	 2013	 

司会	 :	 日本:	 明智信作	 !
사회 : 한국 정읍중앙교회 이학봉 목사 

경배와 찬양 ․․․․․․․․․․․․․․․․․․․․․․․․․․․․․․․․․․․․․․․․․․․․․․․․․․․․․․․․․․․․․․․․․․․․․․․․․․․․․․․․․․․․․․ 사랑의 듀엣 
시작기도 ․․․․․․․․․․․․․․․․․․․․․․․․․․․․․․․․․․․․․․․․․․․․․․․․․․․․․․․․․․․․․․․․․․․․․․․․․․․․․․․․․․․․․․․․․ 우재하 장로 
연합성회에 보내는 말씀 ․․․․․․․․․․․․․․․․․․․․․․․․․․․․․․․․․․․․․․․․․․․․․․․․․․․․ 베리 블렉 미상원 원목 (녹음)  
연합기도 ․․․․․․․․․․․․․․․․․․․․․․․․․․․․․․․․․․․․․․․․․․․․․․․․․․․․․․․․․․․․․․․․․․․․․․․․․․․․․․․․․․․․․․․․․ 한규형 장로  !

 사회 : 일본 동합회 회장 메이치 목사 
賛美　　　　　　　　	 	 愛のデュエット	 

黙祷　　　　　　　　	 	 会衆一同	 

テーマソング　　　　	 	 会衆一同	 

始めの祈り　　　　　	 	 村田　博	 

国際リバイバル集会に送る言葉(Berry	 Black)	 

祈祷　　　　　　	 	 (ハン・ギュヒョン)	 

特別賛美歌　　　　　	 	 愛のデュエット	 

お話	 　　　　　　	 	 	 金東準(キム・ドンジュン)	 

終わりの賛美　　　　	 	 会衆一同	 

終わりのお祈り　　　	 	 説教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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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教会のための合同祈祷会に送る言葉 

田炳徳/元北アジア太平洋支部総理　 

!
歴史的なTokyo 13大伝道聖会が開かれるこの年に日本の教会のため日本、韓
国、アメリカの教友たちが力をあわせて祈りの聖会を持つことは、時にかなう意

味深いことに違いありません。日本教団は今回のTokyo 13をきっかけに東京圏に
住む3、500万人口のため、未曾有の伝道努力を傾けています。東京圏内で42回の
大小の伝道講演会を開催して、同時多発的に三天使の使命を大々的に伝えること

です。 

どんな形の伝道活動であろうと、先に信徒が霊的に覚醒して奮起してこそ成功

を期待することができます。霊的な覚醒の基礎は熱烈な祈りと飢え乾く心をもっ

て聖書を研究することであることはすでに立証された事実です。こういう時点に

おいて日本教会のための韓米日合同祈祷会を開催することは神の意思に非常に合

致していることです。 

今回の祈祷会の主な目的は、日本の教会の覚醒とリバイバルであり、Tokyo 13
後、継続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救霊の働きの成功です。成功の始まりは先ず祈り

の成功から始ま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主の使者はこのように私たちに言ってい

ます。「神の働きのための も偉大な勝利は、熱烈な論争でも十分な施設でも豊

富な影響力でも豊かな財政によって獲得されるものでもありません。そのような

勝利は、切に求め苦闘する信仰によって力ある腕によりすがる時に神と会う謁見

室で得られるものです」 (教会への証 4巻 p. 443) 。またこのように勧告していま
す。「成功の秘訣は神の力と人間の努力が結合するところにあります。 大の成

果をあげる者は も熱烈に全能者の腕によりすがる者です。…実に、祈る人は力

ある人です」 (人類のあけぼの p. 509) 。 

現在の日本の教会が沈滞状態にあるのは事実です。しかし日本の教会は底力が

あります。私はそれを信じます。日本の国民は親切で正直で、また勤勉で誠実で

す。こういう徳性はキリスト教が追求する価値と一致しています。日本の15、000

教会員が奮起して聖霊の力によって力づけられるなら日本の福音の働きも完成さ

れるでしょう。特別な祈りの集会である今回の11月のアドベンチスト「共に祈る
会」聖会が日本の教会の大リバイバルの起爆剤となることを祈ります。私は、私

を強くしてくださる方によって、どんなことでもできるのです。(ピリピ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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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共に祈る会」日本聖会を祝福しつつ 

権オヨン/北米州韓国人教会協会長 

!
アドベンチスト「共に祈る会」聖会が日本で開かれると同時にアメリカ、日

本、韓国など色々な国の参加者が「祈り」という一つの目的のために集まるとい

うことは平凡なことではありません。勉強するためでもなく、ビジネス相談のた

めでもなく、祈るために海を渡って共に集まる、これはどれほど衝撃的なことで

しょうか。願い求めるというこの衝撃的なことが、私にだけでなく刈りいれの多

いこの世の中に大きな衝撃を与えられ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目をあげて畑を見ると、白くなって刈りいれを待っている多くの穀物が必ず目

に入るはずです。掌で空を覆うことができないのと同じように。毎日見ていると、

見ていないのと同じ現象が起きますが、ルカによる福音書10章2節は「そのとき、
彼らに言われた、『収穫は多いが、働き人が少ない。だから、収穫の主に願って、

その収穫のために働き人を送り出すようにしてもらいなさい。』」(ルカ 10:2)
と、イエスは派遣される70人の弟子たちに言われました。働き人を収穫場に送っ
てほしいという言葉は、衝撃的には聞こえません。 

しかしここに使われている「送る」という言葉は、一般的に多く使われているギ

リシャ語の動詞「アポステロ」ではなく、「エクバロ(ekballo)」という動詞が使
われています。この言葉は、弟子たちが船から網を投げた時(ヨハネ 21:6)、敵が
イエスに石を投げた時(ヨハネ 8:59)、ヘロデがバプテスマのヨハネを監獄に閉じ
込めた時(ヨハネ 3:24)に使われた「バロ」という単語から出たものです。「エ
ク」というのは「外に(out)」という意味です。すなわち、「投げ出される」とい
う意味の言葉が使われたのです。おばけを追い払う時も「エクバロ」という言葉

が使われました。両替をする人たちを宮から追い払う時にこの言葉が使われまし

た。したがって、イエスが指示された、「働き人を送り出すようにしてもらいな

さい」という祈りは、衝撃的な祈りをしなさいということでした。気が抜けた祈

りではなく、この世を救う僕を「投げ飛ばしなさい」という祈りです。 

今回の「共に祈る会」聖会が衝撃的な祈祷会となるよう祈っています。主の再

臨を迎える前に働き手が足りないこの時、真の弟子が珍しいこの時に、私たちの

日常の枠から「弟子道」の道に「投げ飛ばしてください」とすがる祈りが溢れ出

ることを祈ります。この祈祷会のために昼夜を通して頑張ってくださるすべての

僕の祈りを神が聞いて下さるよう、願います。北米州韓国人教会協会は、日本聖

会のために心を一つにして祈り、聖霊が降り注がれることを祈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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恵みをもって満たして下さい 

金東準/ロマリンダ　元極東支部総務 

!
去年あった韓国での聖会に続き、今年は隣の国である日本で同じ聖会が開催さ

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神の導きと信じ感謝いたします。昨年、原州（ウォン

ジュ）の再臨研修院に参加した方はすでに経験した神霊な思い出を大切にしてお

られると思いますが、今回も聖霊の働きによって差し迫った主の再臨を迎えるた

めに豊かな恵みが降り注がれるよう祈っています。 

振り返ってみると、私がNSD(当時の極東支部)に勤めていた時、日本に出入り
しながら福音事業の活性化のためとても関心を持っていた時期がありました。当

時、日本はアジアで経済的に優位で、韓国よりはるかに豊かな生活をしていまし

た。しかし、今も似ていますが、人口に比例して教会の成長は非常に低調な状態

に置かれていました。したがってこのような状況を考えた時、日本の教会が今回

の聖会に何を期待しているのか少しばかり分かりそうな気がします。今回、「共

に祈る会」の日本聖会を持つことで、日本の教会が粉骨砕身する霊的経験ができ

れば神がどれほど喜ばれることでしょう。参加されたすべての方が霊的に新しく

なる生まれ変わりを体験し、後の雨を求める熱烈なリバイバル運動に積極的に参

加するなら、日本だけでなく北アジア太平洋地域、そして全世界に 後のみ業を

活気づけることに大きな力となることを確信しています。 

したがって今年の11月にもたれる「共に祈る会」の日本聖会を成功させるため
に実務者と説教者、そして参加者は、 

1. 今から祈りながら聖霊の新しくされる働きを経験するため、まず自分自身を清
く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霊的集会を通して、以前はなかったほど感動に

満ち聖霊の新しくされる恵みが与えられることを祈ります。 

2. 信仰の祈りをお聞きになることを喜ぶ主が私たちの祈りを聞かれ、日本と韓国
の教会が期待する霊的リバイバルと、再臨を迎えるための徹底的な準備、また

魂を救う活動が活気づけられることを祈ります。 

3. かつてエリヤは も干からびた地、堕落した偶像崇拝と異教の慣習で汚された

不毛の地で熱烈な祈りを捧げることで霊的大逆転の機会を設けました。今回、

東京で開催される「共に祈る会」聖会がこのような霊的砕身のきっかけになっ

たらどれほどいいこと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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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回の聖会のためで尽力してくださっている準備委員、講師、参加者の方々

が、もう一つの行事を追加することに満足せず、この時代に主が願い求める高き

志を成し遂げるために切なる思いでひざまずく姿勢を整えるよう祈ります。 

!
本における「共に祈る会」の準備に当って 

成善済/東京韓国人教会担任牧師- 2013アドベンチスト、	 
「共に祈る会」日本準備委員 

!
今年の春、日本の国花である桜が満開して、多くの人々を楽しませてくれまし

た。エレン G. ホワイト女史は書きました。「その華麗で美しいつぼみは私たちへ
の神の微笑です。」神の慈愛と忍耐は長い間続けられてきていますが、満開した

桜が散るように人本主義の文明と歴史という華麗な花も必ず間もなくその 後を

告げることでしょう。このような時、私たちが「共に祈る会」の貴重な聖会を日

本で開催す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非常にうれしく思い、皆さま方を歓迎するとこ

ろです。 

祈り、それは私たちの信仰の一部、いや全部であり、祈りなくしては「深い個

人的な心と魂の体験に達することのできない」(R. H 1899.7.1)のです。もし私た
ちのうちにさらに多い祈りと生きている信仰の訓練があり、より少なく人を信頼

していたなら、私たちは霊的知識において現在の所よりさらに遠くまで進歩して

いたことでしょう。(同上)私たちは祈り続けながら、私たちに与えられた使命に全
面的に献身する生活を送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継続は力なり」という日本のことわざがあります。「共に祈る会」の祈祷運

動が胎動してから6年の歳月をすぎてきたことは、この運動が神によって導かれて
いることを表しています。心から奉仕して献身している謙遜なしもべによって、

毎月祈祷会が持たれ、祈祷会報を発行し、宣教地のために献身しながら、福音事

業の前進のために仲保祈祷を続けてきているのです。 

「共に祈る会」のその言葉通り、祈りの力と祈る人々の連帯の力が 後の聖な

るみ業のために聖なる実を結ぶ運動としてその意味を深めることを切に願うもの

です。昨年、韓国の再臨研修院において聖会があった後、まさかこの集会が日本

で開催されるとは思いもしませんでした。 

去る年末、「共に祈る会」から日本での集会の提案を受けました。日本の教会

の状況を知っている者として、集会を開催する提案に日本教団がどのような反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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を示すだろうと心配しながらも祈りながら、総理の島田真澄牧師に「共に祈る会」

の性格、韓国での集会とその反応などを申し上げて日本での集会の可能性を尋ね、

その許可を要請しました。その返事を待つのには、それほど長い時間はかかりま

せんでした。 

2013年1月の 初の週、教団の会議でこの集会に関して論じ、この集会を公式

に許可すると同時に教団の伝道局長をコーディネーターとして立ててくださいま

した。またこの集会を日本の教会員の霊的リバイバルと東京１３のファオーアッ

プ集会として位置づけ、積極的に協力することにしたという教団総理からの電話

を受けました。 

何よりこの集会に対する教団総理の 初からの肯定的で積極的な反応は私の心

を非常に軽くしてくれました。その後、教団伝道局長の花田牧師、東日本教区教

区長の明智牧師、安居牧師、成善済牧師、伝道局職員である大須賀さんの計5人が
小委員会のメンバーとして構成され、一回目の集まりを持ちました。 

この「共に祈る会」の集会準備に当って、今までの集会の経験から、実務的な

レベルでの困難が予想されました。先ず、経費と距離など、すべての条件を考慮

した時、300人ほどの集会を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だろうか。果たしてアメリカと
韓国、そして日本からの参加が可能であるかということ、それから日本教団が提

案した3泊4日の日程をさらに一日延長して集会を持つことが可能であるかという
ことを議論した時、慎重な意見がいろいろと出たりもしました。 

結局、集会の霊的目的を達成するに当って、一日延長の必要を認めて本格的に

集会を準備していくことを決議しました。これは本当に容易なことではなく、劇

的な決定であったことを感じさせられました。そして日本教団で国内集会案内事

務全般、場所の費用、韓国とアメリカから参加される方々の交通の手配などに必

要な経費を積極的に負担するということによって、今まで障害なく準備が進めら

れてきました。何より去る集まりで、50人の実行委員を決めて準備しようという
案が採択され、今、委員を決める作業を進めています。それは、この集会こそ心

の準備をされた方々が参加する霊的な集会となることを願うからであり、集会が

問題なく持たれるだけでなく、霊的に満たされることによって成功する集会とな

るようにするためです。 

私たちはここで考えてみなければなりません。神がこの集会に願っておられる

真の目的は何でしょうか。日本で開催される特別な神の摂理があるのでしょうか。

私たちは知りません。しかしすべてのことには、時と目的と摂理があることを信

じています。私たちは信仰をもって参加し、神のなさることを見るだけです。 

今回の集会のモットーである、「シオンよ、主に雨を求めなさい!」は、預言者
を通して与えられた神の言葉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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今は後の雨の時です。 

この厳粛な時代に、私たちは刈り入れ時の収穫のため、後の雨を切に期待してい

るのです。私たちは初代教会の聖徒たちのように必ず聖霊の雨を経験しなければ

なりません。神の人として歴史の舞台に上が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れは門閥

でも、権力と名誉でも、お金でもない、神の人として全く聖霊の道具となる謙遜

な主の民です。まさにギデオンの300人の精鋭軍が必要なのです。 

「共に祈る会」の集会に参加する方々に望まれる神の期待がこのようなもので

はないかと思います。 

第一、神は終わりの時代における神の民の霊的覚醒のための特別な集会となる

ことを望まれているでしょう。マルコの屋根裏部屋のように祈りによって一つと

なる経験を…. 

第二、神はその民が祈りの人としてこの時代を生きていく聖霊の人となること

を望まれているでしょう。祈りが何を意味し、祈りの応答が何であるかを確認し、

知識でない経験に基づいた成熟した祈りの人となるべきではないでしょうか。 

第三、終わりの福音伝道のため全面的に献身する後の雨の人、伝道の人となる

ことです。私たちは今危機の時を生きています。私たちは、サタンが怒って神の

民とその働きを打ち壊そうと挑む巨大な勢力に向って戦っている小さな存在、或

いはエリコの町を回るイスラエル民のように無力な存在に見えるかも知れません

が、 も強力な神の霊的運動である祈りの運動に参加しているのです。 

ここには秩序と協力があり、少しの躊躇も怠惰もない、ただ神の手に全面的に

信頼し屈服して自分を明け渡す霊的な覚醒と一致があります。私たちに与えられ

た残った民の姿勢と使命を確認し、そのことを成し遂げるために再献身の決心を

新た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深く感じています。このような目的によって開

催されるこの聖会に参加されました皆さま方を心より歓迎し、この集会のために

祈って下さることを切に願うものです。 

今回の集会が、私たちの一致した祈りの力によって後の雨の聖霊を経験する霊

的集会と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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徹底した信頼と信仰 

李学棒/井邑(チョンウプ)中央教会牧師- 2013アドベンチスト	 
「共に祈る会」聖会、韓国準備委員会総務 !

ルカ 22:8-13のみ言葉を本文に「事を成し遂げられる神」に対し瞑想しようと思
います。 

[8]イエスはペテロとヨハネとを使いに出して言われた、「行って、過越の食事が
できるように準備をしなさい」。 [9]彼らは言った、「どこに準備をしたらよいの
ですか」。 [10]イエスは言われた、「市内にはいったら、水がめを持っている男
に出会うであろう。その人がはいる家までついて行って、 [11]その家の主人に言
いなさい、『弟子たちと一緒に過越の食事をする座敷はどこか、と先生が言って

おられます』。 [12]すると、その主人は席の整えられた二階の広間を見せてくれ
るから、そこに用意をしなさい」。 [13]弟子たちは出て行ってみると、イエスが
言われたとおりであったので、過越の食事の用意をした。 

!
神のはっきりとしたみ言葉がありますが、理性的かつ合理的でないと感じられ

る時、時々祈りの応答が不可能に思われ、不安になったり確信できない時、どの

ようにすべきなのか?　何を記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という問題を本文から整
理してみようと思います。 

本文はイエスが過ぎ越しの祭りの晩餐のために広間を借りる時のことです。二

人の弟子ペテロとヨハネを送りながら過越の食事を準備するようにと話されます。

ところが9節を見れば、二人の弟子はどこでどのように準備するべきか何のアイ
ディアもありません。ただ「どこに準備をしたらよいのですか」と主に質問をす

るだけです。 

イエスは10節に一言で答えて言われます。「市内にはいったら、水がめを持っ
ている男に出会うであろう。その人がはいる家までついて行って」、過越の食事

を準備しなさい。一般的に家を探そうとするなら、町の名前と番地を教えてあげ

ます。「新千葉2-12-16番地の家です。」または、ある町に行けば、誰かさんの家
がありますが、などの話を聞いたら簡単に探せます。以前に大人たちは晋州（ジ

ンジュ）ヤンバン（貴族）の家、あるいは何々餅屋さんと呼んだ例もありますか

ら。でなければ、建物の特徴を言ってあげなければなりません。共同井戸の右側

に青い門があるけど、「猛犬注意」という標識がかかっています。その家で過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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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食事を準備しなさい。このようにしてこそ、家を探しに行くことができます。

ところがイエスは、「市内にはいったら、水がめを持っている男に出会うであろ

う。」と言われました。過越の祭りにはイスラエルのすべての成人男性がエルサ

レムに集まってきていたので、随時井戸で水を汲んで運ぶ姿が見られたことでしょ

う。 

1.水がめを持って行く人が女性なのか、男性なのか、大人なのか、子供なの
か、区別のつく特性はありません。 

2.ペテロとヨハネが同時にそれぞれ水がめを持って行く人を見る可能性もあり
ます。こういう場合、誰が見た人についていくべきでしょうか。まるで、東京都

内に行って「プリウス」に乗って行く人を見ればその人ついて行って彼が入って

いく家に行って準備しなさいとの言葉のようですが…。東京都内にプリウスが一

台しかないでしょうか。 

11節を見ますと、その家の主人に部屋を借りる時、このように話しなさいとい
うことです。「弟子たちと一緒に過越の食事をする座敷はどこか、と先生が言っ

ておられます」言い換えますと、予約した領収書または文書もありません。いつ、

どこで、誰とどのように借りることで約束したと聞きました。その方のお願いで

す。その広間の家主さんが認めるほどの状況説明もありません。私の名前で借り

るものの、「イエス」と説明しなさいとも言っておられませんでした。その当時

も尊敬に値するほどの人を先生と呼んでいました。どこで何をしている先生なの

か説明がありません。ただ「先生が言っておられます」から、部屋を使わしてほ

しいとのことです。 

11節で言っている、「座敷」(客室)はイエスが生まれられる時泊まられた｢宿屋｣
という言葉と同じ単語です。それを見ますと、イエスが公生涯の間、二度旅館に

泊まられましたが、一度は初臨するためにお生まれになる時泊まられたベツレヘ

ムのエフラタにある「旅館」でした。約500年前にミカ預言者を通して、あらかじ
め予約されたとみることができます。しかし 後の晩餐をもった場所も「旅館」

でしたが、「座敷」と表現したように原語が「旅館」、英語で「Inn」という言葉
とちょうど同じ単語を使います。 

そのように、すべてのユダヤ人たちが集まる祭りの時ならば、旅館の予約は常

識的なことであると思われます。イエスの言葉を聞き間違えるならば、暴力団レ

ベルの要求になるでしょう。親分と組織員らがちょっと使いたいので、大きい部

屋一つ用意して、と言う言葉のように聞こえます。予約証明や使用に関する具体

的根拠を下さったのではなかったですから。「弟子たちと一緒に過越の食事をす

る座敷はどこか、と先生が言っておられ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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もっと進んで、本当にその部屋が合っているのかを確認する方法も不確かに話

されました。12節を見ますと、「すると、その主人は席の整えられた二階の広間
を見せてくれるから、そこに用意をしなさい。」二人の弟子が部屋の大きさを簡

単に確認しようとするなら、行って部屋を見れば、15坪の部屋だ、あるいは25坪
ほどの部屋だとおっしゃって下さると、部屋大きさを見てその部屋なのか、そう

でないのかの確認が容易です。 

ところが「席の整えられた二階の広間」とだけ言われたら、争いが始まりま

す。ペテロは貧しい家庭で成長し、ヨハネの成長期はちょっと裕福な背景を持っ

ています。例えば、ペテロは25坪の家で成長し、ヨハネは47坪の家で成長したと
しましょう。そうしますとちょうどその日、二人が見た部屋が32坪の部屋である
ならば、ペテロは大きいと感じるでしょうが、ヨハネはまちがいなく小さいとい

うはずだからです。大きい小さいは相対的ですから。 

イエスが弟子たちに過ぎ越しの祭りの晩餐のために探さなければならない部屋

は、お願いされた内容だけを見れば、探すのが不可能のように見えます。何一つ

はっきりとおっしゃっていないからです。たくさんの質問をした後に、やっとそ

の家を探しに出かけられそうです。 

しかし驚くべきことに聖書は、ルカ22:13節に「弟子たちは出て行ってみると、
イエスが言われたとおりであったので、過越の食事の用意をした。」と記録して

います。 

そんなに不確かで曖昧に言われたのに、どのように弟子たちは探しに出かけ、

本当にその広間を探して準備できたのでしょうか。何がその日、その広間を見つ

けさせたのでしょうか。 

神に対する徹底的な信頼と信仰です。弟子たちが従うか従わないかの問題では

なく、神の全能な導きを信頼しているかどうかの問題です。三年半の間、弟子た

ちは、神が命じられたすべてのことには、不可能がないということを経験してき

ました。今日私たちの人生がそのような信仰の上にあるべきであり、今日私たち

のすべての祈りと願いがそのような信仰の上にあるべきであり、今日私たちのす

べての働きがそのような信仰の上にあるべきです。 

個人祈りにおいても、主が命じられた働きや終わりの教会に託された使命を果

たすことにおいても、神に対する信頼と信仰においても、弟子たちの経験が私た

ちの経験となることを願います。 

2013年、日本での「共に祈る会」聖会をおいて不確かな部分が多く、質問する
内容が多くても、神がすべての働きを成し遂げられ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弟子

たちのように、「弟子たちは出て行ってみると、イエスが言われたとおりであっ

たので、過越の食事の用意をした。」というみ言葉のように主がすべてのこと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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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のみこころ通りに成し遂げられることを信じます。「イエスが言われたとおり

であったので」の経験がなされることを信じながら。 

今日、「共に祈る会」の会員の祈りがすべて、「イエスが言われたとおりで

あったので」の驚くべき応答となることを堅く信じ、終わりたいと思い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
熱い祈りをささげて、日本にリバイバルをもたらしましょう 

張炳浩(チャン・ビョンホ) /三育大学校神学大学学長 

!
日本で「共に祈る会」が日本教団の支援を受けて、祈祷運動を始めることに

なったことは、歴史的に残ることだと思います。日本は韓国に再臨使命もたらし

た国であり、有名なプロテスタント神学者やアドベンチスト学者を出した国です。

日本神学を代表する無教会福音主義学者であった内村鑑三とアドベンチストの有

名な聖書神学者であるサカイクボ(Sakae Kubo)のような人物を出しました。日本
には遠い昔イエズス会宣教師を通して、キリスト教福音が入ってきました。1549
年にイエズス会のフランシス・ザビエル(Francis Xavier)が 初のキリスト教宣教

師として鹿児島に上陸して、土俗神を信じかつ多神教祭事宗教であり日本国教格

である神道と日本の伝統仏教を信じる指導者たちと討論を交わった後、だんだん

と教勢を広げて、30余年後には200を越える教会に150、000人の教会員をもつに

至りました。しかし多神教混合宗教である神道と仏教を信じている国家の組織的

な迫害によって、数多くの信者が職場を失ったり迫害を受け数多くの殉教者を出

ました。1624年に日本が公式に外部世界との扉を閉じる前まで、ほぼ50万人に達
するクリスチャンがいました。それから230年間、外部世界と断絶しましたが、
1854年になってアメリカと条約を結んだ後、再び外部世界に扉をあけ始めまし
た。1873年にはキリスト教を敵対視する文句が公式掲載物から消え、1889年には
明治天皇(明治天皇)により宗教の自由を保障する憲法が承認されました。 

まさにその年の春に中国で自給文書伝道者として働いていたアブラム・ラルー

(Abram La Rue)が日本の横浜と神戸に出版物を伝えることによって再臨使命が初
めて日本に入りました。その翌年である1890年にハスケル(S.N.Haskel)牧師が日
本を訪れ、香港から送った彼の手紙によると、その年にすでに一人がバプテスマ

を受け、また何人かの求道者がいると書いています。 初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

の公式宣教師はヒルズバーグ大学の元学長であったグレンジャー(W.C.Grain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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氏で、彼は当時にその大学の日本人留学生であった大河平(Okohira)氏と一緒に
1896年11月19日に日本にきます。彼は直ちに芝聖書学校(Shiba Bible School)を開
いて、聖書を教え、その結果バプテスマを受けた4人の学生たちのうち一人が韓国
人李応顕と孫興祚に 初に聖書を教えた国谷秀氏です。その後、孫興祚は林基盤

にメッセージを伝え、彼ら二人が韓国に再臨使命を伝えました。アドベンチスト

教会年鑑(SDA Year Book)によれば1917年に日本教団(Japan Conference)が組織
され、1919年に再組織され、1975、1984年、そして1999年に組織の変更を経て
2011年現在115の教会と15,371人の再臨信徒を持った教会に成長しました。その
間日本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は草分け時代に韓国に再臨使命を伝える役割を果た

し、後には機関の働き、特に三育食品工場、三育英語学校などの設立に大きな影

響を与えるのです。現在、韓国アドベンチスト教会には40を越える英語学校と韓
国豆乳市場において第2位のシェアをもつ豆乳工場である三育食品が運営されてい
ます。 

韓国と日本は、政治的には痛い歴史を持っていますが、韓国アドベンチスト教

会は日本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を通して、霊的な助けと祝福をたくさん受けまし

た。特に1900年に新約聖書がハングルで完訳されて先に日本で出版され、日本人
伝導師、国谷秀先生を通して、三天使の使命が韓国人に伝えられ、その結果、韓

国という地にアドベンチスト教会が設立されるようになったのです。現在日本の

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教勢が弱く伝道の働きが低迷しているのは事実です。日本

は約1億 3000万人の人口を持った大きな国で、国民一人当たり平均二つ以上の信
仰を持った多神教国家ですが、その彼らを救おうとされる神の意思はあまりにも

はっきりしています(ルカ 19:10)。キリストは日本人のために来られ、アドベンチ
スト教会は日本を救おうとされる神の意思によって設立されました。日本は世界

で科学的にも経済的にも進んでいて、国民の平均寿命も世界で も長い国の一つ

です。そして日本人はいろんな分野において指導的役割を担っていることでプラ

イドも高い国民です。日本に福音が積極的に伝えられ、多くの日本人が三天使の

使命を受け入れるなら、日本の宣教の影響力は多分に世界的であろうと考えられ

ます。今回の祈祷運動が日本に新鮮な祈りの熱風を起こすきっかけとなったら、

日本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沈滞も底を打って再び立ち上がることと確信していま

す。したがって今回の合同祈祷運動に参加なさる指導者の方々と信徒の方々が留

意しなければならないいくつかの祈りの原則を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第一、今回の祈祷運動が聖書に示された主の約束のみ言葉に基づかなければな

らないでしょう。イエスは昇天なさりながら、約束された聖霊の大きな働きを成

し遂げるためには、エルサレムを離れずこれから起きようとすることを待ちなさ

いと弟子たちに命じられました。そしてこの約束が成就するように、弟子たちは

約束のみ言葉に頼って心を一つにし、祈りに専念しました(使徒行伝 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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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約束に基づいた祈りは、結局そこで祈っていた弟子たち自身に先ず聖霊が臨
むことで福音を伝えられるように力が与えられました(使徒行伝 2:1-4)。10日間祈
りに専念した弟子たちの祈りは、福音を伝えるために彼らを大胆にさせました。

その結果彼らを通して、一日に3000人が水と聖霊によってバプテスマを受けるこ
とになったのです(使徒行伝 2:41)。 

第二、祈祷運動に参加する主のしもべたる者みんなが、何よりも先ず自ら深く

回心する経験がもてるように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初代教会の聖霊の働きの

も確実な証拠は、キリストに従う者たちが本当に自分の罪を告白して悔い改め、

赦しを得ることでした(使徒行伝 2:37 38)。神と私たちの間に立ちふさがっている
のは私たちの罪です(イザヤ 59:2)。エレン G. ホワイトはキリストへの道(Steps to 
Christ)で悔い改めの重要性について次のように述べています。「もし私たちが私
たちの心に罪を抱いていたり、知っていながら犯した罪を捨てなければ、主は聞

かれないでしょう。しかし罪を心から悔い改める者の祈りはいつでも聞いてくだ

さいます。」(p.95) 

第三、お互いの国とその同胞を本当に愛する気持ちで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で

しょう。キリスト教信仰の真髄は愛することです(ルカ 23:34)。この愛はキリスト
が人類を救うために見せられた十字架の愛から出たものです(ガラテヤ 2:20)。律
法全体と預言者は、この二つの戒めにかかっているのです(マタイ 22:40)。愛はま
た具体的な行動として現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主は祭壇に供え物をささげる前

に兄弟に何か恨まれていることを思い出したら、先に兄弟と和解した後、供え物

をささげ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マタイ 5:23)。愛は憎しみさえも克服する偉大な
力を持っています。 

第四、祈りは具体的な目的を持って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時に私たちの祈りは

空を打つようであり、方向さえない場合があります。その例が、異邦人たちのよ

うに同じことを繰り返して言うことであり(マタイ 6:7)、パリサイ人や律法学者の
ように型にはまった形式的な祈りをすることです(マタイ 23:23)。今回、「共に祈
る会」の祈祷聖会はまず日本に聖霊が注がれるように祈ることです。世に属して

いることに励んでいる日本国民の心に初代教会に臨んだ先の雨の聖霊の働きが起

きることであり、一歩進んで後の雨の聖霊の力を経験することです(ヨエル 2:23、
28、29; ヤコブ 5:7)。こういう力が日本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指導者たちと信
徒たちの上に臨むよう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今回の「共に祈る会」の祈祷運

動が、日本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リバイバルの転機となってほし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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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に、祈りは、祈ってみるのではなく、祈ることであることを肝に銘じてお

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すなわち祈りは、神の約束が必ず成就することを信じる

信仰の上でな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信仰がなくては、神に喜ばれることは

できない。なぜなら、神に来る者は、神のいますことと、ご自身を求める者に報

いて下さることとを、必ず信じるはずだからである。」(へブル 11:6)イエスはそ
の弟子たちに言われました。「なんでも祈り求めることは、すでにかなえられた

と信じなさい。そうすれば、そのとおりになるであろう。」(マルコ 11:24)。祈り
が信仰の上に基づく時、私たちは主がすでに私たちの祈りを聞いてくださったの

を確信して喜ぶことができます。日本を愛される主が日本の国民を救おうとされ

る意志がどれほど強いのかに関して、誰も疑う必要はありません(ペテロ第二 
3:8、9)。 

神の祝福が今回の「共に祈る会」の祈祷聖会に豊かに注がれることを祈りま

す。 

!
日本で開催されるアドベンチスト教会「共に祈る会」聖会の意義 

金相祷/元東中韓教区教区長(韓国)- 2013アドベンチスト	 
「共に祈る会」聖会、韓国準備委員 !

来る11月7-11日まで日本、東京近郊で韓、日、米合同祈祷会が開催されます。
信徒が中心となって、3か国の再臨信徒が1か所に集まって、4泊5日間、神の救い
の計画を知らないで生きている大都市東京の近郊において霊的聖会を開催するこ

とは私たちの教会歴史上初めての出来事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そしてこれは

アドベンチスト教会史においても意義深いことでしょう。 

本来、韓国の再臨使命は今から109年前、すなわち1904年度に国谷牧師によっ
て、もたらされました。普通、福音を伝えるために宣教師を送る国の教勢は宣教

師を受け入れる国の教勢より強いです。しかし日本の場合は例外です。日本の宣

教師が韓国にきて、福音の種をまき、それが発芽し、そして実を結び始めました

が、その成長の速度がかなりはやく、韓国宣教の母国である日本を追い抜きまし

た。事実こういう場合は非常にめずらしいです。他の国ではこういう例はそえほ

どないも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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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年から1953年韓国戦争が終る時まで、およそ50年間両国の信徒数はほとん
ど同じでした。韓国戦争が起きた年、韓国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信徒数は約

3,200人で、日本もこれとあまり変わりありませんでした。韓国戦争が勃発して、
1953年7月27日に休戦協定が調印されるまでの約3年間、そして戦争の後遺症で約
10年間、韓国は貧困といろんな困難によって国民は塗炭の苦しみに陥っていまし
た。まさにこの10年間、安息日学校の学生数は17万人に増加しました。この数字
は現在の韓国の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信徒数とほぼ同じです。言い換えますと、

1960年を前後して、誕生した教会の信徒数はそれから半世紀以上が過ぎた現在と
変わ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現在の韓国の信徒数は過去50余年前の信徒数とほぼ
同じであるということです。 

日本はどうでしょうか。日本も第二次世界大戦の敗戦後、精神的、経済的苦痛

は言葉にすることができないほどのものでした。そのような苦しみが続いていた

1950年代の前半まで、日本のアドベンチストの数は1万人を越えました。日本は
韓国戦争のこともあって経済発展の速度が速くなり、物質的な面において目覚ま

しい発展を成し遂げ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時から今まで半世紀が過ぎる間信

徒数はやっと3千人あまり増加して、現在の1万5千人というところです。これが今
日韓国と日本の現況です。繁栄と富を享受する間、信徒が増えないのを見せてく

れる断面です。 

私は去る4月9日から7月31日まで約4か月間、アフリカの5ケ国(ケニア、エチオ
ピア、ウガンダ、ルアンダ、タンザニア)でメディカル チームと共に宣教活動をし
ました。行く所々、無料診療を受けるために数百人が押し寄せてきました。私は

彼らに一日二回ずつ三天使の使命を伝えました。あまりにもよくメッセージを受

け入れるのです。診療を受け説教を何回か聞けば、キリストを信じてバプテスマ

受けると決心するのです。私たちが無料診療をして伝道講演会を開催した所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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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7人、10人ずつ決心者が出、その次の安息日からは小さい集会所を開いて礼拝
をするというのです。今回の4か月の間このように悔い改めた者たちのために礼拝
を始めるという所がおよそ30か所に達します。あまりにも簡単に福音を受け入
れ、あまりにも簡単にバプテスマの決心をし、あまりにも簡単に次の安息日から

礼拝を始めると決心する方々が多いことで驚くばかりです。 

初代教会当時にもまるでこれと同じでした。使徒パウロやペテロ、マルコ、バ

ルナバなどが一週間や二週間一か所に留まりながら、伝道したら数十、数百人が

悔い改めてバプテスマを受け、集会所ができました。これが正常で当然なことで

すが、この頃私たちはいくら訪問して奉仕したり教えても、全く悔い改めなかっ

たりキリストを受け入れないために、失望したり放棄したりします。そうして数

年間一人もキリストに導けない場合が多いのです。このようなパターンに慣れて

しまっている私たちが、魂が簡単に教会に入ってくるのを見ると珍しく思うので

す。 

アフリカの人々がなぜメッセージをよく受け入れるのでしょうか。一言で貧し

いからです。 近私の心の中で思う結論は救いは貧しい人々のものだということ

です。イエスがこの世におられた当時、イエスに従った者たちの大部分が貧しい

者、目の見えない者、聞けない者、らい病を患っている者、やもめ、足の不自由

なものなどでした。今でも世界的にキリストを受け入れる者は貧しい国、内乱、

政治や社会が不安定な国、あるいは個人的、家庭的な経済破綻、病気や家族の不

祥事に直面した人々です。お金があって物質的に豊かな人々には福音の扉がほと

んど閉じられています。真に悲しいことです。このような人々に私たちがいくら

大きく叫んでみても何の効果もありません。 

今回、日本で集まる日米韓、三か国の参加者のみなさんは物質的に豊かな国の

国民です。 

福音の扉がほとんど閉ざされている国の国民です。私たち大半は、おそらく不幸

な時期に福音を受け入れた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ます。現世界の潮流は裕福な者

たちが福音を受け入れないだけでなく、すでに信仰を持っている信徒までもがそ

の熱を失い、生ぬるい状態に置か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みんながラオデキヤ

状態に置かれています。今人々が必要としているのは理論でも、神学的論理でも

ありません。 

熱い愛よって行う聖霊の働きです。歴史的にみても、再臨の兆しをみても、こ

の頃の私たちの教会状態をみても、必ず後の雨の力を伴ったリバイバルと改革が

起きるでしょう。ペンテコステ以前とペンテコステ以後の初代教会状態を比較し

てみてください。聖霊の働きは教会を完全に変えました。終わりの時の、後の雨

の働きもそのようでしょ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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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してペンテコステ当時だけでなく、19世紀に入っても、聖霊が強く現れた時
が何度かありました。もちろん1844年再臨運動の時、ウィリアム・ミラーの伝道
チームに聖霊が強く働きました。エレン G. ホワイトの証言によりますと、1888
年度に開催されたミネアポリス総会とその後の1900年度に至るまで聖霊の力を
伴ったリバイバルと改革がたびたび起きたと言っています。 

1904年にウェールズに住んでいるエバン・ロバーツと彼の友人は集まって熱心
に聖書を研究し、聖霊が注がれることを切に祈りました。祈りの結果、6か月の間
ウェールズ地方で10万人以上が悔い改めてキリストに立ち返りました。一日中数
千数万の人々が祈るために教会を訪ねてきてひざまずきました。数多くの人々が

回心し、誤った生活習慣を捨てるなど、生活に変化が起こりました。明らかな驚

くべき聖霊の働きでした。 

今度は私たちの番です。昨年韓国、原州にある再臨研修院で開催された集会に

参加した多くの方々が聖霊の熱い臨在を体験したと今でも言っています。私もそ

の中にいました。今年、日本での集会においても、そのような体験ができるよう

私たちみんな熱心に祈りましょう。マーク・フィンリー牧師の証言によれば、自

分は聖霊に関するセミナーを開催する度に、開催かなり前からその集会に聖霊が

臨むよう切に祈るといっています。今回の私たちの集会も、強力な聖霊の働きが

なければ、もう一つの型にはまった慣例行事に過ぎないでしょう。しかしすべて

の参加者が先ず終わりの時に約束された強力な後の雨の力を体験するならば、そ

の集会は数多くの教会にリバイバルの火を起こす原動力となるでしょう。 

私たち役員と｢共に祈る会｣の会員の方々が、この瞬間から昼夜休むことなくたく

さんの時間を割いて、今回の集会に火のような後の雨がふるよう切に祈りましょ

う。	 

!
第2回 アドベンチスト「共に祈る会」日本聖会を待ちこがれながら 

金フィミョン/サンディエゴ中央教会担任牧師 

!
今回は日本で集会が開かれます。多少意外でした。昨年10月、韓国で開かれた
聖会は行事としても盛況でしたが、印象的な感動で純粋な敬虔運動の傍点をつけ、

新しい地平を開いたと評価されました。日本を考えますと騒がしい集会はたやす

くに連想されません。代わりに「あなたは祈る時、自分のへやにはいり、戸を閉

じて、隠れた所においでになるあなたの父に祈りなさい。すると、隠れた事を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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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おられるあなたの父は、報いてくださるであろう。 」(マタイ 6:6)」というみ言
葉は主の貴重な指針を簡単に思い出すことのできる箇所です。言い方を変えます

と、日本の教会はアドベンチスト教会の小部屋だと言えるでしょう。 

小部屋は私たちの思い出の倉庫に入っているでしょう。幼い頃は両親(世の中)の
催促から逃れる逃げ場であり、退屈な日常で一人で、あるいは仲の良い友だち二、

三人と一緒にスリル溢れる退屈しのぎを楽しんでいた所でした。 

数年前「共に祈る会」運動が初めて胎動した頃、祈祷運動がアドベンチストク

リスチャンのリバイバルと改革を呼ぶ真の敬虔の運動になるには、この運動に参

加する信徒の小部屋での祈りが担保されるかにかかっていると話し合ったのが思

い出されます。 

小部屋というと内密、純粋、純潔、自由という言葉が思い出されます。小部屋

の内密なところに魂の純潔な自由があります。純粋、それが壊されて失われるの

は、自分の意志とは係りなく進むことを、経験を通してよく知っています。私が

つけなくても、しみがはねたり付いたりします。それで別の純粋を守るための立

体的戦略と努力が必要なのです。 

小部屋は外的な成功と人に見せるのを意識することから自由になるところで

す。こっそりと一人でいる時、誰も見ることができない時にすることが本当の自

由であるということを、私たちは知っています。自分しかいない小部屋に扉を閉

めて入り、その内密なところで、他でもない祈りをするとは真に純潔で自由なク

リスチャンではないでしょうか。 

山上の垂訓で教えられた密室での祈りという主の指針は、その時代の堕落した

祈りの代案として提示されたものでした。主の精密な診断にともなった完全なる

処方だったのです。小部屋は静かに入って扉を閉めなければならない所です。隠

れたところでご覧になる神の他には誰も見ることができません。その小部屋で、

律法学者やファリサイ人の見せかけの祈りとは違う、真の美しい祈りが始まりま

す。「彼らは人に見せようとして、会堂や大通りのつじに立って祈ることを好

む。」(マタイ 6:5) 

主の教えは隠れたところで祈る者、密室、そして隠れたところでご覧になる

神、この三つの要素が互いにふさわしく組合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

です。主は祈りも救済も断食も、ひそかに積み重ねてきた何かによって、その聖

なる報いがかかっているとおっしゃいます。 

全てのものを見えるものにかけているこの世の中で、祈りさえ見せかけようと

する飾り物の一つになりつつあるこの世相に、小部屋への招待が切実に与えられ

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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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韓国で開かれた第1回アドベンチスト「共に祈る会」聖会に参加するた
め、韓国の再臨研修院に来られた大切な日本人のアドベンチストの皆様を覚えて

います。すべての国と民族と言葉と民に及ぶべき運動であるため、意味も大きかっ

たのですが、今年の日本聖会のための神の準備があったことがわかります。今は

韓国に再臨使命を始めて手渡してくれた日本に借りのある私たちが祈るために、

これよりいい場所はないその所に入る番です。 

私は小部屋でアドベンチストの聖化の美学が胎動し完成されていくと信じ、小

部屋のリバイバルが真のリバイバルであることを信じています。2013アドベンチ
スト「共に祈る会」の日本聖会は「共に祈る会」運動の純潔の試金石であり、焼

き入れになるでしょう。これによってこの敬虔の運動が小部屋の美しい記憶を整

え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嬉しく思います。隠れたところでご覧になる神が報いて

くださるでしょう	 

!
合同祈祷運動の紹介 

「わたしたちの戦いは、血肉に対するものではなく、もろもろの支配と、権威

と、やみの世の主権者、また天上にいる悪の霊に対する戦いである。それだから、

悪しき日にあたって、よく抵抗し、完全に勝ち抜いて、堅く立ちうるために、神

の武具を身につけなさい。すなわち、立って真理の帯を腰にしめ、正義の胸当を

胸につけ、平和の福音の備えを足にはき、その上に、信仰のたてを手に取りなさ

い。それをもって、悪しき者の放つ火の矢を消すことができるであろう。また、

救のかぶとをかぶり、御霊の剣、すなわち、神の言を取りなさい。絶えず祈と願

いをし、どんな時でも御霊によって祈り、そのために目をさましてうむことがな

く、すべての聖徒のために祈りつづけなさい。」(エフェソ 6:12-18) 

私たちの中にあるべき真の敬虔のリバイバルは、私たちのすべての必要なこと

の中で も深刻で も緊急なことです。このような信仰のリバイバルを起こすの

が私たちの 初の事業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信仰のリバイバルはただ祈りに

対する応えとして期待する必要がある。(セレクテッドメッセージⅠp.121) 

!
I. 「共に祈る会」 

!
1. 「共に祈る会」沿革 

 101



!
教会内の霊的覚醒がいつの時代よりも切実な現実と、教会の外でのセブンス

デーアドベンチスト教会に対する相変らずの誤った認識によって、真理を伝える

ことに困難があることを実感し、去る2007年8月9日にアメリカの西部合同キャン
プミーティングの期間中に非公式プログラムとして、これと関連し教会宣教指導

者の集まりがありました。論題の発表とディスカッションの後、決議された内容

は、 初に、他教派の偏見に関係なく私たちの宣教活動を誠実に進めること、二

番目、信徒の霊的成長と教会宣教活動のための祈祷運動を実行するということ等

でした。 

宣教以前に、私たち皆が神との霊的関係を回復することが差し迫った緊急なこ

とであることを自覚し、2007年8月26日にあった2次会合を始めとして祈りの集い
が着実に進行されていた中、2008年2月23日に21人の牧師および信徒によって構
成された推進委員会により北米州韓国人アドベンチスト教会に共に祈る運動が初

めて紹介されました。その後、現在までアメリカキャンプミーティング、そして

地域教会団体の集まりで色々な大小の祈り集いおよび行事を司り、特に2010年に
は10/40の窓のため汎地域的祈祷会を司り、北米州の他民族教会にもネットワーク
を通した「共に祈る会」が大きく知れ渡るようになりました。 

一方、2007年に始まった「共に祈る会」ネットワーク方式で、会員がアメリカ
内の多くの教会と団体で聖書研究と祈りの集いを始め、現在まで至っています。

2011年9月18日「共に祈る会」聖会の準備委員会が発足し、2012年10月、韓国で
初めて韓国とアメリカ、そして日本から300人余りの祈祷会の会員と信徒が参加す
る聖会を成功に終え、第2次アドベンチスト「共に祈る会」聖会を日本で2013年
11月に日本教団と共同主催することを決め、現在に至っています。 

!
2. 共に祈る目的 

!
神の主権的な働きでなされる個人と教会の時代的な霊的リバイバルを成し遂げ

るまで、祈りの力を確信する信徒の連繋により(1)神との霊的関係の確立と(2)信徒
の間で信仰の同役者として霊的困難を克服し、究極的に共に再臨使命の拡散の通

路になるためです。 

!
3. 共に祈る内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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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第一に、祈りの要請者および参加するすべての祈る人の必要と霊性のために祈

り、二番目に、各地域教会で計画する宣教活動、窮極的に教会の霊的リバイバル

のために共に心を一つにして祈ることです。 

!
4. 「共に祈る会」の参加方法 

!
「共に祈る会」は(1)教会内の祈りの集いを通して(2)汎地域的祈りの集いを通し
て実行します。教会に定期的に集まる祈りの集いがない場合、教会の事情により

新しく祈りの集いを結成するか小グループの祈りの集いにすることも可能であり、

祈りの集いの代表は信徒から祈りのリストをもらって「共に祈る会」に知らせる

一方、定期的に発送される参加教会の祈りのリストを祈りの集いに参加する信徒

に知らせます。一方、定期的に開かれる汎教会的「共に祈る会」が持たれる時、

これについての情報を伝え、共に祈りたい信徒が参加できるようにします。 

!
5. 連合祈祷会の進行方式 

!
5.1.　連合祈祷のモデ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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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個人祈祷－この方式は、伝達された合同の祈祷リストをもって、個人が自分
のスケジュールに合わせて祈ることです。	 

Fig.2:団体祈祷－伝達された合同の祈祷リストをもって、教会やそれ以外の場所で
何人か集まって団体で祈ることです。方式1と共にほとんどの一般信徒が合同祈祷
に参加する方法であり、一般的に推奨される方式です。	 

Fig.3:個人祈祷－合同の祈祷リストをもって、個人がカンファレンス コール
(Teleconference; 多者間通話)に参加し、共に祈ることです。	 

Fig.4:団体祈祷(同時間) －合同の祈祷のリストをもって、参加者全員が団体でカン
ファレンス コールに参加し、共に祈ることです。今後、数千名の同時参加が要求
されるだろう緊迫で重要な祈りのリストがある時のように、ほとんどの参加者が

団体で参加するのが望ましい時に使われ、必要な時に部分的に、または全体的に

テレビ通話を使うのに適している方式です。	 

Fig.5:共に祈る一般モデル－この方式は現在進行されている合同祈祷の一般的形態
で、合同の祈祷リストを持ち個人が小部屋で、祈りの集いで、または合同の祈祷

会に個人で参加したり、団体で参加することを表します。この合同の祈祷に参加

する人が多くなる場合(1)可能な団体参加(Fig.4)を推奨し、(2)全体が集まる合同祈
祷会以外に地域別、または時間帯ごとに集まる合同祈祷会を結成するようになり

ます。 

!
5.2. 同時間合同祈祷実行システムのモデル	 

使われるシステムとネットワークの容量(Network bandwidth)により差がありま
すが、概して祈祷会個人参加者が20人以下である場合、インターネット通話プロ
グラムであるSkypeのカンファレンス コール機能だけでも電話を通した同時間合
同祈祷が可能です。参加者の数がこれより多い場合、下(Fig.1)に示された通り、
ネットワーク方式中の一つであるStar topologyの変形方式(Clustered star 
topology)を使います。この方法の実行は参加者をつなげるサーバーの役割をする
システムをハブ(Hub)役のサーバーにつなげることでできます。ハブ(Hub)役の
サーバーも互いに間接的につなげることができるので、この方式を通してつなげ

ることのできる参加者の数は理論的に制限がありません。また、色々な電話線が

一つのサーバーに集中しないので、システム過負荷(System overload)にともなう
通話質の低下がなく、多くの参加者を受け入れるのにふさわしい方式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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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II. 「共に祈る会」 

!
「共に祈る会」は上に世界総会から既存の各地域教会を含む色々な階層のアド

ベンチスト教会の団体の宣教努力に協力し、現在、地域教会および機関で献身す

る牧師と信徒が(1)協力して(2)合同祈祷を中心に(3)私たちの霊的リバイバルと主の
再臨を促進するための実質的な働きを(4)汎地域的に実行する霊的運動体です。追
求する事業の分野と対象、地域に制限なく与えられた約束を信じて、純然な心で

神の助けを求め信仰をもって活動することを基本精神とします。 

「共に祈る会」の特別な役割は次のようです。第一、時代的使命(Appointed 
task)にともなう私たち自身と教会の霊的リバイバルのために汎地域的に活動し、
第二、再臨使命の拡散(Proclamation of the three angels' messages)のための祈り
中心の働き(Prayer centered work)を推進し、三番目、祈りが切実に必要されるア
ドベンチスト教会の宣教団体と一般信徒の間に連結的役割(Networking function)
を担当します。一方、「共に祈る会」は一般信徒の機能的実務分担による組織で、

必要にともなった段階的活動拡大を原則としま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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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共に祈る会」の理念紹介 

!
去る2007年8月9日、教会の宣教指導者の集まりの後、望ましい祈りの生活の推
奨のために結成された「共に祈る会」は次のような理念を持って運営されていま

す。 

!
1.1. 信仰の原則を実践します。　 

!
私たちは信仰の原則を実践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教会成長のための方法に依

存する前に、正しい信仰の原則に従うことです。神の主権的な働きの時期、方法

を明確に知ることはできませんが、絶えず聖書の原則を求め、与えられた光に従

いながら、聖霊の働きを待つのです。 

!
1.2. 神の力と導かれることを信頼します。 

!
私たちは聖書の中で働かれた神が今現在も働かれるという信仰をもって祈りま

す。私たちがよく知っている信仰の基本を、実際に経験するのです。色々な祈り

のリストを持って祈りますが、これを通して窮極的に私たちが念願する自分自身

と教会の敬虔のリバイバルを成し遂げるのです。 

!
1.3. 主の再臨を準備しながら、再臨が早く来ることを祈り求めます。 

!
私たちは主の再臨を待ち望み、すでに与えられた約束が早く成就することを祈

り求めます。御言葉に信実で、純粋な心を持って終わりの時代に現れるだろう神

の主権的な働きの通路となることを祈り求めます。たゆまぬ忍耐が求められる祈

りの過程の中で、私たち自身と私たちが愛する人々の変化、そして神の愛と力を

深く体験するのです。 

!
1.4. 信徒間の永遠な関係を始め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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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私たちは祈りの力を確信し、祈りの領域を広げるすべての人々と共に、来る神

の国のため準備する永遠の関係を始めることを祈り求めます。教会と信徒たちの

ために長時間祈ることを実践する主の僕と信徒たちの努力に協力するのです。私

たちのために祈る信徒が増え、また私たちの祈りのリストに含まれた人が増えて

いくこと、このような祈りの同役者の連係こそ世の中のどんな付き合いと比べる

ことのできない大切なものです。共に祈る信仰の同役者の確認を通して、私たち

の小部屋での祈りがより一層情熱的になるのです。 

!
1.5. 祈りによって汎教会的に繋がります。 

!
私たちは汎教会的に各教会の信徒の祈りの繋がりをもつことを祈り求めます。

目に見えないように、信仰の祈りに進んでいる教会が引っ張り、後れている教会

がついていくようになること、信仰の祈りに先んじた信徒が引っ張り、後れてい

る信徒がついていくことを可能にするのです。私たちの一つになった祈りが窮極

的に世の中の人々と霊的世界の前で、ただ神だけが礼拝の対象であることを団体

的に公表することです。その祈りの力と精神を私たちが新しく先に経験し、これ

を宣伝することを願うのです。 

!
2. ロゴの説明 

!
聖所の幕屋の門と幕に使われた四つの色(青、紫、紅、白)の中で、青は神である
キリスト、白は罪のないキリストを象徴します。幕屋の入り口の色のうち2種類の
白と青が使われた下のロゴの背景色は、たとえ私たちの性格と信仰の性向に違い

があっても、一つになりキリストを見つめ、彼の御心に従い、純潔な彼の品性に

似ることを望む私たちの心を代弁するもので、使われた単語と本教団のロゴで、

私たちの祈りが窮極的に再臨使命をもって世界を変えることの始まりとなること

を表しています。 

!
3. 「共に祈る会」の活動状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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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に祈る会」の活動は、聖書に啓示された残りの民(黙示録 12:17)に属してい
る者として主の再臨のために準備することに関連し、現在北米州を始め地域に制

限なく以下の活動を計画・実行しています。 

(1) この祈祷運動が各教会に広がるよう、毎月汎地域的合同祈祷会を主管し、アド
ベンチストの祈りの生活推奨のために「共に祈る会」会報、ウェブサイトおよ

びその他刊行物を通して祈りの重要性と必要を知らせます。(2)教会内の定期
祈祷会がない場合、合同祈祷を通して新規地域教会の祈りの集いを結成するの

を助けます。(3)合同祈祷会で祈る祈りのリストについての理解と、合同祈り
の拡散のために祈祷会のためのインタビューおよび座談会を進めます。(4)教
会の霊的リバイバルのための祈りの拡散のために、今の時代に必要な聖書研究、

関連セミナーおよび祈祷聖会を計画・進行します。 

!
4. 「共に祈る会」への参加 

!
「共に祈る会」への参加は(1)共に祈る運動への参加を決めた教会が、祈りの集
いの代表の連絡先を「共に祈る会」に通知するか(2)個人が「共に祈る会」に定期
的に参加することでできます。 

人の切なる祈りを通して御業を成し遂げられる神(ヤコブ 5:17、ダニエル 10:12)
を私たちが真に信じる時、私たちの教会での働きはもはや私たち自身の奉仕では

なく、敬虔の力によって現れる神の主権的な働きの高貴な通路となります。 

一つとなって捧げる信実な祈り、これは信徒間の信仰の同役者として互いに大

きな力となり、神と一つになることを通して天を動かす祈りです。この尊い共に

祈る運動に皆様が共に参加することを祈ります。 

!
!
2013アドベンチスト「共に祈る会」日本聖会の午後ディスカッション教材(I)  

聖霊の働きと祈り 

金明浩/元三育大学教授-「共に祈る会」運営委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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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聖霊はどなたなのか? 

聖書の神は「われわれ」という存在として啓示されました。 

[創世記 1:26、27] 神はまた言われた、「われわれのかたちに、われわれにかた
どって人を造り、これに海の魚と、空の鳥と、家畜と、地のすべての獣と、地の

すべての這うものとを治めさせよう」。 27 神は自分のかたちに人を創造された。
すなわち、神のかたちに創造し、男と女とに創造された。 

「われわれ」は複数です。聖書の神は複数として存在しておられる方であると

啓示されています。その複数である「われわれ」が誰々なのか新約聖書に明確に

啓示されています。 

[マタイ 28:19]それゆえに、あなたがたは行って、すべての国民を弟子として、父
と子と聖霊との名によって、彼らにバプテスマを施し。 

複数の方である神は父、子、聖霊として存在されます。神学的用語では三位と

いいます。ところでマタイ 28:19には父、子、聖霊とはっきり三人の方として複
数なのに、名という言葉は単数です。ですから父、子、聖霊の三人の名は一つだ

けだということです。その名が「主」であります。それを組織神学では三位一体

といいます。英語ではTrinityといいます。この言葉を 初に使った人は「テル

トゥリアヌス(Quintus Septimius Florens Tertullianus、約155年～約230年)」と
いう教父です。実は、この人より先に三位一体という意味の言葉をアギリシャ語

で使った人がいますが、彼はスリアアンテオケの監督であるデオビロスで、168～
183の間に「トリアス(triva)」という言葉を使いましたが、それほど有名でないか
らか名前が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ようです。ラテン語ではテルトゥリアヌスがト

リニタス(trinitas)という言葉を220年頃に初めて使いました。 

ところで三位一体という言葉は聖書にある言葉ではありません。これは神学者

たちが作った神学用語です。ところでマタイ 28:19は、三位一名であることを
はっきり現わしています。父、子、聖霊がただ一つの名を持っています。それで

私は個人的に三位一体よりは三位一名がさらに聖書的だという考えを持っていま

す。 

全能な主がなぜ三位として存在しなければならないのか、私たちは正確に知り

ませんが、神の中心的な特性である愛に関して理解すれば、三位として自存され

る主なる神をおぼろげにでも推察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愛は対象がなければ現れない特性を持っています。神が愛であるが故にその愛

が愛として現されるためには、神聖は決して単独でいることで、神聖の愛を満ち

溢れるほど発散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それで神は「われわれ」として自存さ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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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のです。すなわち主なる神は三つの個体として主となられるのです。そして主

三位の間に神聖の愛が充満しているのです。その三位の神聖が人を創造される時

にも、神のみ形が完全に実現されるように、「われわれ」となるように、男と女

を創造されたのです。そして二人として「われわれ」となったその人たちに名前

をつけて下さいましたが、それは単数で人でした (創世記 5:1～3) 。三位の神が単
数の主という名を持っておられるのと同じようにして下さったのです。 

このように神聖の三位の主のうち、聖霊も一位であられる主です。聖書は三位

を各々個体的に啓示しています。 

[エペソ 4:4～6]からだは一つ、御霊も一つである。あなたがたが召されたの
は、一つの望みを目ざして召されたのと同様である。 5 主は一つ、信仰は一つ、
バプテスマは一つ。 6 すべてのものの上にあり、すべてのものを貫き、すべての
ものの内にいます、すべてのものの父なる神は一つである。 

このみ言葉は聖霊、イエス、神が各々一つであるとはっきりと啓示していま

す。このみ言葉は三人が各々一つの個体を持つ神であることを現わしています。

しかしその三人は同じ一つ名、主という名を持っています。 

[ゼカリヤ 14:9]主は全地の王となられる。その日には、主ひとり、その名一つ
のみとなる。 

自ら存在される方である主は三位だけが唯一で、その名である主も三位だけが

唯一持つ名であるということを現わしています。ここに「ただ一人」と翻訳され

た言葉は「エカド」ですが、申命記 6:4に「ただ一人」という言葉と同じ単語で
す。聖霊は主なる神、三位の一位である方です。 

!
2. 三位一名の主なる神として聖霊の働き 

!
1)創造を一緒にされた。 

[創世記 1:1、2]はじめに神は天と地とを創造された。 2 地は形なく、むなし
く、やみが淵のおもてにあり、神の霊が水のおもてをおおっていた。 

[詩篇 104:30]あなたが霊を送られると、彼らは造られる。 

[ヨブ記 33:4]神の霊はわたしを造り、全能者の息はわたしを生か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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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救霊の働きを共にされる。 

[マタイ 1:18]イエス・キリストの誕生の次第はこうであった。母マリヤはヨセ
フと婚約していたが、まだ一緒にならない前に、聖霊によって身重になった。 

[ルカ 1:35]御使が答えて言った、聖霊があなたに臨み、いと高き者の力があな
たをおおうでしょう。それゆえに、生れ出る子は聖なるものであり、神の子と、

となえられるでしょう。 

聖霊は、救い主イエスがこの世に来られるのに、処女を通して救い主イエスを

身ごもるようにされました。聖霊の働きにより、処女が身ごもってみ言葉なる神

が人となり、この世に救い主としてくるようにしました。またイエスが贖いの働

きをすべて成し遂げられた時、人々がその事実を受け入れるように働かれます。 

[コリント第一 12:3]そこで、あなたがたに言っておくが、神の霊によって語る
者はだれも「イエスはのろわれよ」とは言わないし、また、聖霊によらなければ、

だれも「イエスは主である」と言うことができない。 

イエスを主として告白せずに救われる人はいません。聖霊でなければ、イエス

を主として告白させることができません。聖霊は、人類が救われるのに、人がイ

エスを救い主として信じるように働かれます。 

[ヨハネ 3:5]イエスは答えられた、「よくよくあなたに言っておく。だれでも、
水と霊とから生れなければ、神の国にはいることはできない。」 

!
3. ペンテコステに助け手として降臨なさって行われた働き 

イエスは昇天された後、聖霊が来られて行われることに関して言われました。 

!
1)四つの働き 

[ヨハネ 16:8～11]それがきたら、罪と義とさばきとについて、世の人の目を開
くであろう。 9　 罪についてと言ったのは、彼らがわたしを信じないからであ

る。 10　義についてと言ったのは、わたしが父のみもとに行き、あなたがたは、
もはやわたしを見なくなるからである。 11　さばきについてと言ったのは、この
世の君がさばかれるからであ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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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罪に対し世の人の目を開く 

[ヨハネ 16:9]罪についてと言ったのは、彼らがわたしを信じないからである。 

罪はイエスを信じないことです。 

イエスを信じなければ彼らはアダムのなかで死んだ状態そのままにいることで

す。 

それが罪です (コリント第一 15:22；ローマ 5:12、18) 。聖霊の譴責、すなわち罪
人の心を動かされる働きを通して、罪を悟って悔い改めさせ、イエスを主と救い

主として信じるようにします。(コリント第一 12:3) 

!
(2)義に対し世の人の目を開く 

[ヨハネ 16:10]義についてと言ったのは、わたしが父のみもとに行き、あなたが
たは、もはやわたしを見なくなるからである。 

義はイエスが昇天されるので、イエスの弟子たちがこの世でイエスを見ること

ができなくなることであるといわれました。この言葉は易しくない言葉です。し

かし聖所奉仕に関することを理解すればとても易しい言葉です。 

私たちが義であるとの宣言を聞くのは祭司が贖罪をして罪が赦されたと宣言す

る時です。ところでイエスがこの世におられたら祭司になれません。イエスが昇

天して神のところに行かれてこそ、天の聖所において祭司長としての奉仕をなさ

ることができ、十字架で流した血を持って天において贖罪の奉仕をされ、イエス

を信じる一人一人のため流されたその血をばらまいて、神が義であると宣言なさ

る時始めて、聖徒たちが義とされるのです。聖所の奉仕を中心に説明するとこの

ようになるのです。ですからイエスが父のもとに行かれるのは、祭司として奉仕

し、彼を信じる人々を義とするその奉仕のため行かれるのです。それゆえ、父の

もとに行ってこの世におられないのは、私たちの義のためであると聖霊が教えら

れると言ったのです。 

[へブル 8:4]そこで、もし彼が地上におられたなら、律法にしたがって供え物を
ささげる祭司たちが、現にいるのだから、彼は祭司ではあり得なかったであろう。!

[ペテロ第一 1:2]すなわち、イエス・キリストに従い、かつ、その血のそそぎを
受けるために、父なる神の予知されたところによって選ばれ、御霊のきよめにあ

ずかっている人たち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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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へブル 12:24]新しい契約の仲保者イエス、ならびに、アベルの血よりも力強く
語るそそがれた血である。 

[へブル 7:24、25]しかし彼は、永遠にいますかたであるので、変らない祭司の
務を持ちつづけておられるのである。 7:25そこでまた、彼は、いつも生きていて
彼らのためにとりなしておられるので、彼によって神に来る人々を、いつも救う

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ローマ 8:33、34]だれが、神の選ばれた者たちを訴えるのか。神は彼らを義と
されるのである。 34　だれが、わたしたちを罪に定めるのか。キリスト・イエス
は、死んで、否、よみがえって、神の右に座し、また、わたしたちのためにとり

なして下さるのである。 

[ローマ 3:30]まことに、神は唯一であって、割礼のある者を信仰によって義と
し、また、無割礼の者をも信仰のゆえに義とされるのである。 

イエスの贖罪の奉仕を受け入れ義と宣告される方は神一人です。 

聖霊はこれを世に知らせるのです。 

!
(3)さばきに対し世の人の目を開く 

[ヨハネ 16:11]さばきについてと言ったのは、この世の君がさばかれるからであ
る。 

さばきは、世の君がさばきを受けたことを世に知らせることです。世の君はサ

タンであるルシファーを指す言葉です。サタンはこの世が自分のものだと主張し

ました。イエスはそれをひとまずは認められました。しかし今イエスが十字架に

おいて死により死の権力を握っている者、悪魔をなくされたので彼はさばきを受

けたのです。今やイエスがこの世の支配者です。言い換えれば、サタンが奪い取っ

た地球の統治権を回復されたということです。 

[ルカ 4:5、6]それから、悪魔はイエスを高い所へ連れて行き、またたくまに世
界のすべての国々を見せて 6　言った、「これらの国々の権威と栄華とをみんな、
あなたにあげましょう。それらはわたしに任せられていて、だれでも好きな人に

あげてよいのですから。」 

[へブル 2:14]このように、子たちは血と肉とに共にあずかっているので、イエ
スもまた同様に、それらをそなえておられる。それは、死の力を持つ者、すなわ

ち悪魔を、ご自分の死によって滅ぼ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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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ロサイ 2:14、15]神は、わたしたちを責めて不利におとしいれる証書を、そ
の規定もろともぬり消し、これを取り除いて、十字架につけてしまわれた。 15　
そして、もろもろの支配と権威との武装を解除し、キリストにあって凱旋し、彼

らをその行列に加えて、さらしものとされたのである。 

[黙示録 12:10]その時わたしは、大きな声が天でこう言うのを聞いた、「今や、
われらの神の救と力と国と、神のキリストの権威とは、現れた。われらの兄弟ら

を訴える者、夜昼われらの神のみまえで彼らを訴える者は、投げ落された。 

[へブル 1:6]さらにまた、神は、その長子を世界に導き入れるに当って、「神の
御使たちはことごとく、彼を拝すべきである」と言われた。 

[黙示録 11:15]第七の御使が、ラッパを吹き鳴らした。すると、大きな声々が天
に起って言った、「この世の国は、われらの主とそのキリストとの国となった。

主は世々限りなく支配なさるであろう」。 

ヨハネ 16:8～11にあるみ言葉は聖所の構造と奉仕を基礎にして、イエスの贖い
の働きを説明しているみ言葉です。罪を告白して贖罪を受けるように譴責するこ

とは聖所の庭で行われる奉仕と関連があり、義と宣告するのは血を持って聖所の

中に入って、幕の前に血をばらまく奉仕と関連があります。祭司が血を持って聖

所の中に入ると、犠牲の供え物の頭に罪を告白した罪人に祭司が見えなくなりま

す。それは祭司が贖罪の奉仕をして罪が赦されるという確実な証拠になるのです。

さばきは至聖所の奉仕と関連しています。至聖所の奉仕を通して、アザゼルに罪

の責任を問うのがまさに世の君がさばきを受けるのを現わすのです。聖所の構造

とその奉仕の実状が理解できないと、ヨハネ16:8～11は理解が難しい聖句となる
でしょう。 

!
(4)人々を真理に導く 

[ヨハネ 16:12～15]わたしには、あなたがたに言うべきことがまだ多くあるが、
あなたがたは今はそれに堪えられない。 13　けれども真理の御霊が来る時には、
あなたがたをあらゆる真理に導いてくれるであろう。それは自分から語るのでは

なく、その聞くところを語り、きたるべき事をあなたがたに知らせるであろう。 
14　 御霊はわたしに栄光を得させるであろう。わたしのものを受けて、それをあ

なたがたに知らせるからである。 15　父がお持ちになっているものはみな、わた
しのものである。御霊はわたしのものを受けて、それをあなたがたに知らせるの

だと、わたしが言ったのは、そのため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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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霊が真理を理解し悟るように導いて下さらなければ、人は聖書の真理を正し

く悟ることができません。聖霊が助け手として来られてこの働きをなさるのです。!
[コリント第一 2:9～14]しかし、聖書に書いてあるとおり、「目がまだ見ず、耳
がまだ聞かず、人の心に思い浮びもしなかったことを、神は、ご自分を愛する者

たちのために備えられた」のである。 10　そして、それを神は、御霊によってわ
たしたちに啓示して下さったのである。御霊はすべてのものをきわめ、神の深み

までもきわめるのだからである。 11　いったい、人間の思いは、その内にある人
間の霊以外に、だれが知っていようか。それと同じように神の思いも、神の御霊

以外には、知るものはない。 12　ところが、わたしたちが受けたのは、この世の
霊ではなく、神からの霊である。それによって、神から賜わった恵みを悟るため

である。 13　この賜物について語るにも、わたしたちは人間の知恵が教える言葉
を用いないで、御霊の教える言葉を用い、霊によって霊のことを解釈するのであ

る。 14　生れながらの人は、神の御霊の賜物を受けいれない。それは彼には愚か
なものだからである。また、御霊によって判断されるべきであるから、彼はそれ

を理解することができない。 

聖霊を否定する人たちが聖書の語るのはすべて正しいのではありません。聖霊

でなければ、聖書を正しく悟る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す。 

!
4. 聖霊の普遍的働きと特別な働き 

聖書を読むと、聖霊の働きは普遍的な働きと特別な働きがあるということが分

かります。創造と救霊の働きを一緒にされたのは、私たちの立場から見ると、特

別な働きとして分類できますが、ここで特別な働きに関して語ろうとするのは、

創造と救い主の誕生に関与されたその事実を言おうとしているのではなく、助け

手として働かれることを言おうとすることです。 

!
1) 聖霊の普遍的な働き 

!
(1) ヨハネ 16:8～15に記された内容 

上に述べられているイエスの教えられた四つの事実は、聖霊の普遍的な働きに

関することです。ここでそれを触れる必要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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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人を生まれ変わらせる。 

聖霊は人々をイエスを信じさせ、彼らを生まれ変わらせます。 

[ヨハネ 3:5～7]イエスは答えられた、「よくよくあなたに言っておく。だれで
も、水と霊とから生れなければ、神の国にはいることはできない。 6　 肉から生
れる者は肉であり、霊から生れる者は霊である。 7　 あなたがたは新しく生れな
ければならないと、わたしが言ったからとて、不思議に思うには及ばない。 

[テトス 3:5]わたしたちの行った義のわざによってではなく、ただ神のあわれみ
によって、再生の洗いを受け、聖霊により新たにされて、わたしたちは救われた

のである。 

生まれ変われるのはイエスの復活の故です。水と聖霊により生まれ変わると言

われましたが、水によるのはイエスの復活に参加することを意味する言葉です。 

[ペテロ第一 3:21]この水はバプテスマを象徴するものであって、今やあなたが
たをも救うのである。それは、イエス・キリストの復活によるのであって、から

だの汚れを除くことではなく、明らかな良心を神に願い求めることである。 

この聖句で、ギリシャ語で「アンティティポス」という単語で表されている言

葉は、「ティポス｣という言葉に｢アンティ｣というのがついた形の「象徴」という

意味をもった言葉です (ローマ 5:14) 。ですからバプテスマは、イエスの復活を象
徴していることとして救いの象徴であると説明していますが、水の意味するとこ

ろがまさにイエスの復活を象徴するものだということです。 

[ペテロ第一 1:3]ほむべきかな、わたし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父なる神。
神は、その豊かなあわれみにより、イエス・キリストを死人の中からよみがえら

せ、それにより、わたしたちを新たに生れさせて生ける望みをいだかせ。 

生まれ変わるというのは、イエスが復活されたことにより生まれ変わることが

できるようにされ、聖霊がイエスを信じる者たちに働いてイエスの復活されたそ

の命を持たせるということです。すなわち死から命に移すことを意味することで

す。 

!
(3) クリスチャンとして正しい生活を送れるようにして下さる。 

[ガラテヤ 5:16、17]わたしは命じる、御霊によって歩きなさい。そうすれば、
決して肉の欲を満たすことはない。 17　なぜなら、肉の欲するところは御霊に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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し、また御霊の欲するところは肉に反するからである。こうして、二つのものは

互に相さからい、その結果、あなたがたは自分でしようと思うことを、すること

ができないようになる。 

[ローマ 8:9]しかし、神の御霊があなたがたの内に宿っているなら、あなたがた
は肉におるのではなく、霊におるのである。もし、キリストの霊を持たない人が

いるなら、その人はキリストのものではない。 

[ローマ 8:13、14]なぜなら、もし、肉に従って生きるなら、あなたがたは死ぬ
外はないからである。しかし、霊によってからだの働きを殺すなら、あなたがた

は生きるであろう。 14　すべて神の御霊に導かれている者は、すなわち、神の子
である。 

[ガラテヤ 5:22、23]しかし、御霊の実は、愛、喜び、平和、寛容、慈愛、善
意、忠実、 23　柔和、自制であって、これらを否定する律法はない。 

クリスチャンは毎日聖霊の支配を受けて生活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聖霊はそ

のように聖徒たちを導かれます。聖霊の導きを受けない教会員はクリスチャンで

はありません。 

!
(4) クリスチャンのために祈られる。 

[ローマ 8:26、27]御霊もまた同じように、弱いわたしたちを助けて下さる。な
ぜなら、わたしたちはどう祈ったらよいかわからないが、御霊みずから、言葉に

あらわせない切なるうめきをもって、わたしたちのためにとりなして下さるから

である。 27　そして、人の心を探り知るかたは、御霊の思うところがなんである
かを知っておられる。なぜなら、御霊は、聖徒のために、神の御旨にかなうとり

なしをして下さるからである。 

!
(5) 教会を真理に導き、実際に指導される。 

[黙示録 2:7]耳のある者は、御霊が諸教会に言うことを聞くがよい。勝利を得る
者には、神のパラダイスにあるいのちの木の実を食べることをゆるそう。 

[黙示録 2:7、11、17、29、3:6、13、22]七回、聖霊が教会に語るみ言葉を聞き
なさいと言いました。 

これは歴史的にこの世にあるイエス・キリストの教会を聖霊が支配し導いてお

られることを表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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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聖霊の普遍的働きは、常になさる働きのことです。しかし特別な働きは必要な

時に現わされる特別な働きです。特別な働きは普遍的働きを毎日受けている人々

を通して現わされます。聖霊の普遍的働きを受けていない人々は特別な働きに参

加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
2)聖霊の特別な働き 

前で述べたように、創造やイエスの誕生の際行われたのは特別な働きに属する

ものです。しかしここで話そうとしているのは、救いの福音の時代に行われる特

別な働きに関することです。それを私たちの教会では先の雨、後の雨という言葉

で表現しています。旧約聖書に比喩的に表現された言葉です。ところで聖霊の先

の雨、後の雨の働きは歴史的概念です。私たちはこの言葉の正しい概念をもつ必

要があります。概念という言葉は「ある事物の現象に対する一般的知識」をいい

ます。たとえば、「子供がまだ幼くて、お金に対する概念がない。」と言います。

もう少し学問的には「色々な観念の中で共通要素を抜き取って総合した一つの観

念」を言います。 

聖霊の働きにおいて雨の働きとして譬えられたのは一般的理解であることもあ

り得ますが、先の雨、後の雨という時には間違いなく歴史的認識であるというこ

とです。これを理解するのは重要です。またこれは聖霊が特別な力を現わされる

働きを指します。先の雨として理解されるペンテコステに大きな力と奇跡を持っ

て行われたのと同じ力の働きです。したがって先の雨、後の雨というものは歴史

的概念であることと同時に特別な力を行われることを指します。 

!
(1)先の雨の働き 

聖書は聖霊の働きを雨で譬えています。事実、聖霊の働きを比喩的に表現した

言葉は多いです。風(ヨハネ 3:8)、水(ヨハネ 7:38、39)、火(使徒行伝 2:2～4)な
ど。しかし私たちの教会で もよく使う言葉は後の雨の聖霊という言葉です。正

確にいいますと、後の雨の聖霊、先の雨の聖霊という言葉は間違った表現といえ

ます。これは聖霊の先の雨の働き、聖霊の後の雨の働きといってこそ正しい表現

です。雨は聖霊の働きを現わす表現であるからです。 

聖霊の働きを直接的に雨として表現したところは聖書にありません。しかし十

分に理解できる記録はあります。 

[イザヤ 32:15]しかし、ついには霊が上からわれわれの上にそそがれて、荒野は
良き畑となり、良き畑は林のごとく見られるよう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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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み言葉は、上から聖霊が注がれて、その結果として荒野が畑となり畑が森

林となるといっていますが、これは雨が降って荒野が畑となり森林となることを

比喩でもってなさったみ言葉です。したがって上から注がれる聖霊を雨に比喩し

たのです。ですから聖霊の注がれと働きを先の雨と後の雨で理解するのは聖書的

です。 

先の雨と後の雨を正しく理解しようとするなら、ユダヤの地の気候に関する常

識が必要です。ユダヤの気候は韓国や日本の気候のようではありません。四季が

明確でありません。気候は乾期と雨期に大きく分けます。陽暦で4～10月までが乾
期です。11～3月が雨期です。 

もう少し詳しくいいますと、2月の1か月ほどは春といえますが、ユダヤの荒野
にも緑の芝が生え、美しい野生の花が咲きます。 

イスラエルの雨期は、 近は一般的に先の雨、冬の雨、後の雨が降る三つの季

節に区分するようです。先の雨は冬季が始まる時期である10月～11月頃に降る雨
です。農夫たちは、先の雨が適切な時に降ってくれてこそ種まきをすることがで

きます。梅雨または冬の雨は12月から2月の間に降る本格的な雨です。そして「春
の雨」とも言う後の雨は3月～4月頃に降ります。後の雨は穀物の結実に欠かせな
いものです。イスラエルの人々は後の雨を祝福の雨と呼びました。 

先の雨は私たちからすれば秋の雨です。後の雨は春に降る雨です。韓国とか日

本に降る雨のことで理解しようとすると理解が難しいでしょう。聖書が語る先の

雨と後の雨はユダヤという地の気候と関連して表現されたのを覚えておかなけれ

ばなりません。 

10月から翌年の3月までが雨期です。雨期はいつも雨が降る期間であり、雨が降
る可能性のある期間です。先の雨、後の雨というから、先の雨が降った後は、後

の雨が降る時まで雨が降らないと勘違いしてはなりません。聖霊の働きもそれと

同じだということを認識することは重要です。ですから、聖霊が先の雨の働きを

した後、何の働きもしないでいて、それから後の雨の働きをするのではありませ

ん。先の雨の働きの後に、後の雨の働きが始まる時まで、雨期として聖霊の時代

となって常に働かれます。ですからクリスチャンは常に働かれる聖霊の働きをい

つも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そして根と幹と葉と実が堅実に成長してこそ、後

の雨が降る時、倒れずに実を結ぶのです。普段聖霊の働きを受けない状態では、

決して後の雨の働きに耐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歴史的に先の雨は使徒行伝2章に記録されたペンテコステの聖霊の注がれをいい
ます。そして聖霊が力を持って福音を大胆に述べ伝えられました。それ以来、黙

示録には七の教会ごとに、聖霊が教会に語る言葉を聞きなさいと命じています。

これは福音伝道を任せたすべての教会の時代を、聖霊ご自身が支配し働かれる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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いうことを示すものです。ですから、先の雨であるペンテコステの聖霊の注がれ

の後、聖霊が働きを止めていて、それから歴史の終りに後の雨の働きをなさるの

ではありません。先の雨として注がれてから後の雨として働かれる時まですべて

の時代にかけて働かれるのです。 

!
(2)露の働き 

雨期の間、雨は必要な時に降ります。時には雨が必要なのに、旱魃になる場合

があります。同じように聖霊の働きも旱魃の時がありました。それを黙示録 11:3
～6において見ることができます。 

[黙示録 11:3～6]そしてわたしは、わたしのふたりの証人に、荒布を着て、千二
百六十日のあいだ預言することを許そう」。 4　彼らは、全地の主のみまえに立っ
ている二本のオリブの木、また、二つの燭台である。 5　 もし彼らに害を加えよ
うとする者があれば、彼らの口から火が出て、その敵を滅ぼすであろう。もし彼

らに害を加えようとする者があれば、その者はこのように殺されねばならない。 
6　預言をしている期間、彼らは、天を閉じて雨を降らせないようにする力を持っ
ている。さらにまた、水を血に変え、何度でも思うままに、あらゆる災害で地を

打つ力を持っている。 

1260日、または四十二か月、一時と二時と半時、この期間は聖霊働きにおいて
旱魃があった時代です。上の聖句に、天を閉じてその預言をする日の間、雨が降

らないようにしたと言いました。これは堕落した教会時代に聖霊の働きに旱魃が

あったことを言います。 

旱魃があっても露はいつも降ります。露までも降りないことはほとんどありま

せん。聖霊の普遍的かつ一般的働きを露が降りることとして譬えました。 

[申命記 32:1、2]「天よ、耳を傾けよ、わたしは語る、地よ、わたしの口の言葉
を聞け。2　わたしの教は雨のように降りそそぎ、わたしの言葉は露のようにした
たるであろう。若草の上に降る小雨のように、青草の上にくだる夕立ちのように。!

[ホセア 14:5]わたしはイスラエルに対しては露のようになる。彼はゆりのよう
に花咲き、ポプラのように根を張り。 

これらのみ言葉は、神のみ言葉が露のようであり、神ご自身が露のようである

と言っています。聖霊の神が露のような働きをなさるということを表現したもの

だ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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雨期の間降る雨と、毎朝おりる露は聖霊の普遍的な働きを象徴するものです。

植物は露をちゃんと受けなければなりません。この露を天の宝だといわれました

が、聖霊を贈り物として送られたことは天の宝の倉庫を開いて下さったことであ

り、聖霊が私たちに常に働かれるのは宝を得させることです。 

[申命記 33:13、14]ヨセフについては言った、「どうぞ主が彼の地を祝福される
ように。上なる天の賜物と露、下に横たわる淵の賜物、33:14日によって産する尊
い賜物、月によって生ずる尊い賜物。」 

露と水と太陽と月の作用がみな植物を育て実を結ばせるように、父と子と聖霊

は常に働いて聖徒たちが霊的に成長し成熟して実を結ぶようにされます。 

ペンテコステの先の雨の働きにより始まって歴史の終りに後の雨の働きにより

救いの働きが終結される時まで、聖霊が真理に従って生活しようとイエスの命を

得、その命によって生きていくすべての人に働かれます。この働きを受けること

が一番重要です。これが一般的で普遍的な聖霊の働きです。 

!
(3)後の雨の働き 

すでに話したように先の雨、後の雨として象徴された聖霊の働きは歴史的概念

です。聖書の宗教と信仰がイエスの復活と昇天後イエスが立てられた教会を通し

て述べ伝えられ始めた時、聖霊はユダヤの地に先の雨を降らせて種まきができる

ように働かれました。そしてまた命の福音の種が蒔かれ芽生えて幹が成長してい

けるように力をもって働かれました。そして継続的に雨と露の働きをもって教会

と教会員に働きかけられました。その働きをちゃんと受ける教会員はきよい生活

を続けます。すべての教会の時代の間聖霊が働かれましたが、もう働きの終りに

穀物の刈り入れ時になれば、聖霊は先の雨の時に現わされたのと同じ力をもって

働かれます。 

このような聖霊の働きに参加できる人は露のような働きを毎日受けた人々で

す。そして後の雨の働きは、個々に働きますが、その個人は聖霊が満ちている教

会に属した聖徒としての個人です。教会を離れて後の雨の働きをなさることはあ

りません。 

「地上において神のみ業が終わる終末の時に、聖霊の指導の下に献身した信者

たちが熱烈な努力を傾けるに当たって、聖なる恵みの特別な証拠がその努力に伴

う。東の国々で種まきの時期と刈り入れの時期に降る先の雨と後の雨の象徴を通

してヘブルの預言者たちは特別なかたちで神の教会の上に注がれる霊的な恵を預

言した。使徒時代に聖霊を注いで下さったのは先の雨、あるいは先の雨の始まり

でありその結果は光栄に満ち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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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の終わりにも聖霊の臨在が真の教会と共にいるだろう。しかし世の刈り入れ

の終わりが近い時、人の子が来るのを迎えるために教会を準備させようと霊的な

恵みの特別な注がれが約束されている。このような聖霊の注がれは後の雨が降る

ことによって譬えられた。 

そしてこの増した力をいただくために、クリスチャンたちは「春の雨の時に」刈

り入れをする主人に嘆願し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応答として主は「稲妻を出

し」、「群れに夕立を降らせ」られるであろう。「彼が…雨を降らせ…先の雨と

後の雨が前と同じ」であろう(ゼカリヤ 10:1; ヨエル 2:3)。 

しかし今日、神の教会の信者たちが、すべての霊的成長の源であられる方と生

きたつながりを持っていなければ、彼らは刈り入れ時のために準備できない。彼

らが灯火の手入れをして火を灯さなければ、特別に必要な時に増してくださる恵

みを受けることができない。絶えず新しい恵みを供給される人だけが、毎日の必

要に合った能力とその能力を使うことのできる力を受ける。彼らは霊的な力の特

別な注がれを通して、救霊の働きに奇跡的にふさわしくなるある未来を待ち望む

のではなく、自分たちを毎日神に服従させることによって、神が彼らを神の目的

にふさわしい道具として用いられるようお任せしなければならない。 

日々彼らは彼らの活動範囲の中にある奉仕の機会を活用する。毎日彼らは彼らが

どこにいようと、家庭でどんなに卑しい労働をしたり、有用な公共分野で仕事を

しようと、主を証する」(艱難から栄光へ p. 54) 。 

この真の教会はすべての賜物において足りないところのない教会です。賜物が

足りない教会では後の雨の働きを期待できません。賜物に満ちていることは教会

にキリストの証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コリント第一 1:5～7]あなたがたはキリストにあって、すべてのことに、すな
わち、すべての言葉にもすべての知識にも恵まれ、 6　 キリストのためのあかし
が、あなたがたのうちに確かなものとされ、 7　 こうして、あなたがたは恵みの
賜物にいささかも欠けることがなく、わたし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現れる

のを待ち望んでいる。 

イエス・キリストの証、すなわち預言の霊の証を持ってない教会は賜物が足り

ない教会です。こういう教会では後の雨の働きを期待できません。ただ預言の霊

の証を持っている教会だけが後の雨の働きを経験するでしょう。その教会はセブ

ンスデー・アドベンチスト教会だけです。 

上に引用した証の書の証言通り、後の雨の働きに参加できる人は毎日露の働

き、雨期の間降る一般的な雨の働きを経験する人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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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れを易しい言葉で言いますと、毎日体力を鍛える人が危機において力を発揮

できるということで譬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す。 

歴史の終りに後の雨の働きがあるでしょう。 

先の雨と後の雨は聖霊の働きの歴史的概念であるということを認識するのは聖

霊の活動を正しく理解する上で重要です。 

!
5. 聖霊の働きと祈り 

聖霊は聖徒の祈りを導かれます。聖霊の感動と指導なしでは正しい祈りができ

ません。ですから聖霊の導きのもと聖霊のうちに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私たちが聖霊の後の雨の働きに参加する人となるように、祈ることにおいて、

すでに前で述べた通り、聖霊の露のような働きと雨期にいつも降る雨の働きを受

けなければ、後の雨の働きに参加できません。前に引用した「艱難から栄光へ」

にその事がよく記されています。 

!
1)聖霊ご自身私たちのために祈られる。 

[ローマ 8:26、27]御霊もまた同じように、弱いわたしたちを助けて下さる。な
ぜなら、わたしたちはどう祈ったらよいかわからないが、御霊みずから、言葉に

あらわせない切なるうめきをもって、わたしたちのためにとりなして下さるから

である。27　 そして、人の心を探り知るかたは、御霊の思うところがなんである

かを知っておられる。なぜなら、御霊は、聖徒のために、神の御旨にかなうとり

なしをして下さるからである。 

私たちはどのように祈るべきかわかりません。ですから聖霊のうちに祈らなけ

ればならないのです。聖霊は神の心にかなうよう私たちのために祈られます。 

[黙示録 8:3]また、別の御使が出てきて、金の香炉を手に持って祭壇の前に立っ
た。たくさんの香が彼に与えられていたが、これは、すべての聖徒の祈に加えて、

御座の前の金の祭壇の上にささげるためのものであった。 

このみ言葉は、聖徒たちの祈りが金の香炉の香りと合わせてみ座に上ると記し

ています。この香りはイエスと聖霊が聖徒たちのために自ら求める祈りだと思い

ます。聖徒たちの祈りは単独で神にささげられるのではなく、またそのようにさ

さげられることもできません。ですから私たちはイエス名によって祈るので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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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へブル 7:24、25]しかし彼は、永遠にいますかたであるので、変らない祭司の
務を持ちつづけておられるのである。 25　そこでまた、彼は、いつも生きていて
彼らのためにとりなしておられるので、彼によって神に来る人々を、いつも救う

ことができるのである。 

聖徒たちが心をつくして正直に祈る時、その祈りを聖霊が神の心にふさわしくさ

れ、イエスがご自分の名によって父なる神にささげられるようです。 

!
2)聖霊のうちに祈らなければならない。 

[エペソ 6:18]絶えず祈と願いをし、どんな時でも御霊によって祈り、そのため
に目をさましてうむことがなく、すべての聖徒のために祈りつづけなさい。 

[ユダ 1:20]しかし、愛する者たちよ。あなたがたは、 も神聖な信仰の上に自

らを築き上げ、聖霊によって祈り。 

聖書は祈りの公式を教えてくれました。 

父なる神に(マタイ 6:9) 

聖霊の神のうちに(エペソ 6:18) 

子なる神、イエスの名によって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ヨハネ 14:13、14) 。 

エペソ人への手紙の言葉とユダ書の言葉の原文は全く同じ単語を使っていま

す。「エンプニュマティ」です。～に「よって」という意味です。 

イエス名によって聖徒の祈りが神にささげられますが、聖霊が神の心にふさわ

しく求められたその祈りと合わせてささげられるのです。聖霊のうちに祈るとい

う意味です。イエスも常に私たちのため、願い求められると言われました。 

祈りは魂の呼吸だと言われています。 

「エノクは神とのつながりが緊密になればなるほど、敬けんでない人たちの悪

行が増加するのを悲しみ、彼らの不信行為が神に対する彼の尊敬を減少させるの

ではないかと心配して、彼らとの継続的な交わりを避けて大部分の時間を静かな

ところで送り、瞑想と祈りに専心した。 

このように彼は主のみこころを実行するため、またそれをさらにはっきりと知る

ため主の前で待った。彼には祈りが魂の呼吸のようであり、彼はまさに天の雰囲

気の中に生きた」(人類のあけぼの p.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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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たくさん祈りなさい。祈りは魂の命である。信仰の祈りは私たちが敵のすべ

ての攻撃を十分に防げる武器である」(原稿24、1904、セレックテッドメッセージ
Ⅰ p. 88) 。 

「祈りは魂の呼吸であり、霊的力を得る秘訣である。この他のいかなる賜物で

あっても祈りの代わりとなることができなく、魂の健康を維持させることができ

ない。祈りは人の心を生命の泉であるキリストと触れさせ、霊的経験をより一層

丈夫にする。祈りを怠ったり、また都合によって祈ることをしばしば中断したり

すれば、神に対する信仰を失うであろう。 

そして霊的機能が麻痺し、霊的経験は力を失って弱くなる」(福音伝道 p. 254) 。 

イエスは息を吹きかけながら、聖霊を受けなさいと言われました。これは聖霊

の働きによって魂の呼吸である祈りが可能になるとのことを教えてくれるもので

す。 

[ヨハネ 20:22]そう言って、彼らに息を吹きかけて仰せになった、「聖霊を受け
よ。」 

このみ言葉は、聖霊の働きなしではイエスを信じることによって得るその生命

が維持できないということを表しています。祈りが魂の呼吸であると言いました

が、それは聖霊が私たちの祈りを支配し、魂の生命を支配されることを表すもの

です。 

私たちは聖霊の支配により祈り、また後の雨の働きに参加できるように祈らな

ければなりません。後の雨の働きに参加しようとするなら、露の働き、雨期に一

般的に降る雨の働きとしての聖霊の働きを経験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すなわち

日々聖霊の働きを受け(露の働き)時々雨として注ぐ聖霊の働きを経験しなければな
りません。すなわちリバイバル集会、祈祷会、聖書研究会などに参加して、み言

葉によって心を満たさ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このような経験なくしで後の雨

のために願い求めるのは自分をだますことです。私たちは本当に聖霊の後の雨の

働き、すなわち歴史の終りにある大きな力の働きに参加できるよう、毎日聖霊の

働きを経験できるよう、主が祝福してくださることを願います。 

!
2013アドベンチスト「共に祈る会」日本聖会の午後ディスカッション教材(II)  

稲妻を放ち、雨を降らせる神 

ナムデグク 元三育大学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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１　パレスチナの気候 

　 地中海の東岸に位置するパレスチナは、地中海性気候の特徴を多く持ってい

る。しかし高い山地や砂漠、荒地が存在するため、地中海の他の地域とは相当な

違いを見せている。ヘルモン山の頂上からエリコまでは、距離としては約１１０

マイル（１７６キロメートル）離れているにすぎないが、高度においては約１０，

０００フィート（３，０４０メートル）の違いがある。ヘルモン山に生息する植

物は北欧のそれと一致するものが多く、エリコは、西インド諸島に生息するよう

な亜熱帯性果実の産地となっている。植物に限らず、動物の生息においても同じ

現象が見られる。パレスチナは、地域の大半が北緯３１～３３度線上にあるため、

亜熱帯に属する。従って、昼の時間が１０～１４時間に及び、気温が下がりすぎ

たり上がりすぎたりすることは殆どないが、ヨルダン渓谷だけは例外で、高温で

ある。ヨッパの年平均気温は６７°F（１９．４℃）で、エルサレムは６３°F（１

７．２℃）、夏にも９０°F（３２．２℃）を上回ることは殆どなく、一年を通し
て水が凍るほど気温が下がる日はめったにない。記録的な暑さだと言われた日が

１１２°F（４４．４℃）くらいで、エリコで２５°F（－３．９℃）を記録したの
が一番低い気温となっている。 

　 風は主に西、つまり地中海から吹いてくる。この風は湿気を含んでおり、冬に

は雨を降らせ、夏（乾期）の高温も耐えられるほどのものにしてくれる。耐え難

いのは東の砂漠から吹いてくる風で、	 シロッコ（sirocco）、あるいはハムシン

(khamsin)と呼ばれるものである。この風は時たま前が見えないほどの砂嵐を伴う

こともある。南から吹く風も夏には猛暑を引き起こす。「イエスはまた群衆にも

言われた。「あなたがたは、雲が西に出るのを見るとすぐに、『にわか雨になる』

と言う。実際そのとおりになる。	 また、南風が吹いているのを見ると、『暑くな

る』と言う。事実そうなる」（ ルカによる福音書	 １２：５４～５５）。東風と
南風は夏から冬へ、あるいは冬から夏へと季節が変わる頃に吹く風である。 

　 パレスチナにおいて冬に降る雨は、地中海からの西風が山脈とぶつかって生じ

るもので、湿気（水蒸気）を含んだ空気が雨になって西部パレスチナに降るので

ある。この雨は山地に限って降るもので、暑い低地であるヨルダン渓谷や死海に

までには及ばない。このような低地で冷たい空気と熱い空気がぶつかると、嵐を

引き起こすことになる。しかし冷たい西風はここでは雨を作らず、水分を吸い込

み、そのまま東へと移動し、ヨルダンの東（Transjordam）の高原地帯の西側の傾

斜面に雨を降らせる。西部パレスチナにおける雨の降り方はこのように単純なも

のである。要するに、地中海からの水蒸気が東へと移動する途中に雨となって降

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ヨルダンの東側の西部地域に降る雨は、ヨルダン渓

谷や死海などの低地で作られた水蒸気が西へ移動する過程で雨になって降るもの

である。しかしこれらのプロセスは冬にしか起こりえないもので、これには二つ

の理由がある。一つは、パレスチナの山は、	 温かい夏の空気中の水蒸気が結露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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るまで冷却させるほど高くないということ。もう一つは、 多くの温帯低気圧を発

生・移動させる極前線（polar front）が、夏には北側に移り、水蒸気を含んだ空気
が海からこの地域へと流れることを軽減させるということ。 

　 このため、パレスチナにおける季節はただ二つ、つまり夏（乾期）と冬（雨

期）ということになる。しかしこの二つの季節は欧米や韓国の夏や冬とは少し異

なる。パレスチナの夏は非常に乾燥していて暑い。６月から９月までは雨も降ら

ない。その期間中は植物は枯れしぼみ、土地全体が砂漠や荒地と化す。それで、

雨期のパレスチナを知らない人や、夏に始めてパレスチナを訪れた人たちには、

灌漑施設を利用すること以外、この土地で命が育まれたり何かが実る方法はない

のだと思えるかもしれない。しかし雨が降り始めると、この土地は凄まじい変貌

を遂げる。土は生気を取り戻し、草花が生えだし、茶色く枯れていた草木は潤い

を帯びていき、緑色に染められていく。 

　 「秋の雨」という言葉は聖書に何回も言及されており、現代の暦で言うと、１

０月末あるいは１１月に降る雨のことである（申命記１１：１４、詩篇８４：６、

エレミヤ５：２４、ヨエル書２：２３、ヤコブの手紙５：７）。この雨は、農夫

が土を耕し、種を蒔くのにちょうどいい柔らかさにしてくれる。この時期の降雨

量は比較的少ないが、１２月末頃になるにつれてだんだん増えていき、１月に入

ると年中最多の降雨量になる。この雨水は土の中に深く浸透し、作物を育てる。

しかし収穫のためにはさらに必要なものがある。それは「春の雨」が適切な時期

に降ってくれること。この「春の雨」のことも聖書に何回も言及されている（	 申

命記１１：１４、ヨブ記２９：２３、箴言１６：１５、エレミヤ３：３、ホセア

書６：３、ヨエル書２：２３、ヤコブの手紙５：７）。春の雨は３月か、４月の

初旬まで降るもので、作物が熟することを助ける。この雨が少量に留まれば、そ

れまでの雨量が十分だったとしても、結局凶作になってしまう。 

　 パレスチナは、長い乾期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降雨量は西欧や北アメリカの

それに劣らない。たとえば、エルサレムは年中平均５２日が雨で、年間降雨量は

２５インチ（約６３０ミリ）に及ぶ。しかし地域による偏差はあって、エルサレ

ムの西部の降雨量は東部より６インチ（約１５０ミリ）多い。海岸にあるヨッパ

は約２０インチ（約４６０ミリ）で、ヨルダン渓谷の北側は１８インチ（約４６

０ミリ）だが、南の方のエリコは１２インチ（約３００ミリ）にすぎない。南部

の砂漠地帯であるベエル・シェバの降雨量は８．８インチ（約２２０ミリ）なの

に対して北西部地域のそれは３６インチ（約９１０ミリ）に達する。 

　 パレスチナが気候に関して恵まれている点は、夏に露雨が降ることである。こ

れは地中海からの湿気（水蒸気）を含んだ空気が西部パレスチナに移動し、そこ

の山とぶつかり、降るものである。そしてそれは、水分が切実に必要とされてい

るところに「命の水」と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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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パレスチナには冬に雪があまり降らず、降るとしても山間地方だけということ

になる。そのため、雪対策が施されていないところに雪が降ることは災難にもつ

ながりかねない。稀ではあるが、大雪が降ることもある。１９２０年２月９日、

エルサレムには一日３フィート（約９０センチメートル）ものの雪が降った。１

９５０年２月には、降った雪が一週間も積もったままになっていたこともある。

現代に入っては４月にも雪が降った記録が２回（１８７０、１９４０年）ほどあ

る。 

　 パレスチナは世界歴史において、大きな重要性を持っている。広さや天然資源

といった基準でいうと大して価値があるとは言えないこの土地だが、以下のいく

つかの理由で重要視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まず、土地の地理的、あるい

は地政学的位置のためである。パレスチナは三つの大陸、つまりアジア、ヨーロッ

パ、アフリカが隣接している所に位置し、古代のあらゆる強国が欲しがった土地

であった。そして、世界３大宗教、つまりユダヤ教、キリスト教、イスラム教が

ここを聖地としたのである。ここを手に入れるため多くの血が流された。特にエ

ルサレムは３０００年間７０回も支配者が変わるほど、争奪の場となってきた。 

!
２　ゼカリヤの予言	 

　 「春の雨の季節には、主に雨を求めよ。主は稲妻を放ち、彼らに豊かな雨を降

らせ／すべての人に野の草を与えられる。」（ ゼカリヤ書	 １０：１	 ） 

　 この言葉を理解するためには、前後の文脈を把握する必要がある。その文脈と

はゼカリヤ書９：９～１７と１０：２からの内容である。	 ９：１６～１７の言葉

を紹介しよう。 

　 「彼らの神なる主は、その日、彼らを救い／その民を羊のように養われる。彼

らは王冠の宝石のように／主の土地の上で高貴な光を放つ。	 それはなんと美しい

ことか／なんと輝かしいことか。穀物は若者を／新しいぶどう酒はおとめを栄え

させる。」 

　 この文章は９：９～１７という大きい文脈の後半部分ということになるが、文

脈の全体は、「メシアがエルサレムを救う」という預言を語っている。特に９節

はメシアがどういう姿で現れるかについて詳しく描写している。 

　 「娘シオンよ、大いに踊れ。娘エルサレムよ、歓呼の声をあげよ。見よ、あな

たの王が来る。彼は神に従い、勝利を与えられた者／高ぶることなく、ろばに乗っ

て来る／雌ろばの子であるろばに乗って。」 

　 メシアがエルサレムを救うためには、戦争と流血という過程を踏まなければな

らないのであり（ゼカリヤ書	 ９：１３～１５）、それがすべて終わって、はじ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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て羊と羊飼いの平和な場面が描かれる（１６～１７節）。このようなイメージ

（imagery）の核心にあるのは神は戦争での勝利だけでなく、平和をももたらして

く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彼らの神なる主は、その日、彼らを救い／その民を

羊のように養われる。彼らは王冠の宝石のように／主の土地の上で高貴な光を放

つ	 」（１６節）。宝石は美しいばかりではなく、長い歳月の間、価値のあるもの

として尊ばれる。メシアがイスラエルに与えてくださる平和もそのようなもので

ある。そして「それはなんと美しいことか／なんと輝かしいことか。穀物は若者

を／新しいぶどう酒はおとめを栄えさせる」（１７節）。つまり、若者たちが穀

物やぶどう酒によって力づけられるということである。その新しい穀物やぶどう

酒を得るためには、農業が営まれる必要があり、豊かな収穫のためには、十分な

降雨量が必要になる。そのため、次のような勧告がなされている。「 春の雨の季

節には、主に雨を求めよ。主は稲妻を放ち・・・」（１０：１）。 

　 パレスチナにおいて「春の雨」の時は、穀物を収穫する直前の時期に当たる。

この時に雨が十分に降らなければ、収穫量が少なく、凶作ということになる。実

りの季節に絶対的に必要な「春の雨」は必ず、そして十分に降らなければならな

い。聖書はそれを「求めよ」（Ask）と言っている。私たちはこの「春の雨」を求

めなければならない。信仰の実りと収穫のため、「春の雨」を受けなければなら

ないのである。 

　 それでは、それを誰に求めるべきなか。それは神、つまり稲妻を放つ神様なの

である。自然界の秩序と変化を指揮する「万軍の主」（９：１５）に雨を求める

のである。神は「稲妻」を放つ方である。稲妻とは大雨の予告であり、あるいは

豪雨の警告でもある。十分な水を与え、そしてその予告までしてくださる神なの

である。そして神は「彼らに豊かな雨を降らせ／すべての人に野の草を与えられ

る」（１０：１）のである。「豊かな雨」というのは私たちが求めたもの以上を

与えてくださるということなのである。つまり「わたしたちが求めたり、思った

りすることすべてを、はるかに超えてかなえることのおできになる方」（エフェ

ソの信徒への手紙	 ３：２０）なのである。 

　 ゼカリヤ書で「稲妻」と「豊かな雨」に言及したのは神様の恵み深さと寛大さ

を我々に教えるためである。私たちが雨だけを求めても、神からは稲妻や雷、そ

して豊かな雨を与えられる。従って私たちの信仰の実りと収穫の状態が悪いのは、

求めていないからなのであり、その雨を受け止める準備が出来ていないからなの

である。私たちは求めなければならない。私たちが雨を求めれば、神はそれを豊

かに与え、そのうえ稲妻や雷まで見せてくださる。「求めなさい。そうすれば、

与えられる。探しなさい。そうすれば、見つかる。門をたたきなさい。そうすれ

ば、開かれる。だれでも、求める者は受け、探す者は見つけ、門をたたく者には

開か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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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ゼカリヤは、神に雨を求めること、そして新しい「穀物」と「ぶどう酒」のた

めには豊かな収穫が必要だと言った後、一見関係ないように思える話を始める。

「テラフィムは空虚なことを語り／占い師は偽りを幻に見、虚偽の夢を語る。そ

の慰めは空しい。それゆえ、人々は羊のようにさまよい／羊飼いがいないので苦

しむ」（ゼカリヤ書１０：２）。ここで「テラフィム」（teraphim）と「占い

師」に言及したのは、私たちに必要なものを求めるべき相手と、求めてはいけな

い相手について教えるためである。「テラフィム」とは古代イスラエルの家の守

り神で（創世記３１：１９参照）、実際は何の能力も持ち得ないただの物体で

あった。それでそれが「空虚なこと」を語るのだと言っているのである。そして

当時の「占い師」も将来のことを正確に分かる人たちではなかった。つまり、こ

のような「もの」や「ひと」に対して、私たちにとても重要な意味を持つ「雨」

を求めるのは、空しいこと、あるいは無駄なことだということを具体的に説明す

るために、以上のような話をしたのである。 

　 私たちは収穫に必ず必要な「春の雨」を求めるべき相手は、ただ神ひとり、つ

まり稲妻や雨を降らせる神だけなのである。神に雨を求めれば、私たちの信仰の

実りは熟し、やがて豊かな、そして永遠に価値のある収穫を得ることができる。 

!

 130



Note

 131



Note

 132



Note

 133



Note

 134



Note

 135



Note

 136



Note

 137



 138

주제곡 / 내가 매일 기쁘게(찬미가 179장)



장소

 139



 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