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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7
People longing for the second coming of Christ
We earnestly long for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Since the completion of the time
prophecies,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the foretold event for ages. However, today,
from land to the sea and to the sky, the signs of the Second Advent are clearer than
ever. The angels are now letting go of “the four winds of the earth (Rev. 7:1)” in order
to bring an end to times of pain and suffering. The time, which shall end the tragedy of
witnessing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dying without hope of an everlasting future,
is fast approaching. In this time and age, keeping in mind how “joy shall be in heaven
over one sinner that repents (Luke 15:7)," we wish to help facilitate a link between
heaven and people, awakening them with the entrusted truth. Those who are in
earnest hope for the power from heaven and wish to serve as passageways to heaven
will gather together, praying for the work of the Holy Spirit. Holding tight onto the
promise (Luke 11:13), we will gather to ask earnestly. We will gather to share the
visions of our ministry of faith with one another, confirming yet again that we, as the
people of heaven, do not belong here in this world. We will declare in one voice that
we are moving forward according to the prophecy of God, following the light given to us,
although our journey may be on a dark, narrow and rough road. We believe, then, that
our God will bestow the Holy Spirit on us. But even if the coming of the burning Spirit is
delayed, “even if He does not (Dan. 3:18)," the people of heaven from all around the
globe will come together as “we are in joy in God our Savior (Hab. 3:18)” and unite
efforts to sharpen one another “as iron sharpens iron (Prov. 27:17)," to glorify our God.
We truly desire to hasten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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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COME
JAMES HAN / DIRECTOR OF PRAYER COALITION
Dear prayer members and congregation!
We are gathered here today for a special purpose. Many of you have traveled
from far away to come and pray in yearning for our Lord’s second coming and the
promised Latter Rain of the Holy Spirit. As the battle between good and evil becomes
more fierce, we gather here, together, for this spiritual revival—to pray, accomplish the
mission for the last days, and encourage one another in faith. I would like to personally
welcome each of you to this special prayer conference and give all the thanks to our
gracious heavenly Father God.
Our Prayer Coalition movement began in 2007 with a small group of Adventists
who felt the limitation of human power and realized the urgency and purpose of God's
mission. It started locally in the United States, but soon became a global effort as the
number of prayer participants grew. We are convinced that God was with us from the
very beginning of our prayer journey. Many of us have been involved in an effort to revitalize prayer in our church. Stemming from those efforts, we were able to have our
first prayer conference in Korea in October 2012 and our second conference in Japan
in November 2013.
In particular, after the prayer meeting in Saitama City, Japan, which was cohosted by the Japan Union Conference and Prayer Coalition, the Japanese Prayer
Coalition was established, confirming that our movement was not something confined
to a certain nation or region. Above all, the meeting was meaningful, as every
participant—including the Japanese Seventh-day Adventist institutional members,
Japanese church members, and prayer members from Korea and the United States—
participated in one mind and for one purpose. I would like to extend congratulations to
the members of the Japan Prayer Coalition for their hard work leading continuous
prayer meetings ever since.
As we commemorate the 10th anniversary of the Adventist Prayer Coalition
today, we hope to reconfirm during this prayer convention that the Holy Spirit has been
working through our movement for all these years. The Prayer Coalition is a movement
in which we attempt to form a pure spiritual awakening according to the promise of
spiritual revival given to God’s people. It is our hope and desire that we se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spread like wildfire through this meeting to help change the church in
which lay believers and pastors work together as one in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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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844, the people who led the Second Advent Movement experienced the
painful Great Disappointment. However, even with the misinterpretation of the
Cleansing of the Heavenly Sanctuary, that event brought an enormous discovery that
fulfilled prophecy (Dan. 8:14, Rev.10: 10). Moreover, this event was a foretelling of the
rise of a group of followers of the truth in the last days of the world during which
spiritual degradation is prevalent. It was also an illustration of the mission for those who
have received the message of the hope of the times and the truth of the sanctuary.
The Prayer Coalition movement will spread fast by the assistance of those who
realize the urgency of this mission. We can have a similar experience that the disciples
felt if we fervently practice the spirit of prayer. Instead of following the worldly treasures
or values, we must follow the Lamb wherever He leads as we seek to help guide every
precious, lost soul to the Lord. This is the time when we must look into our hearts (Lev.
16:29), humbly seek His face (2 Chron. 7:14), and earnestly ask for His deliverance as
His service in the Most Holy Place comes to a close. We too need to be pure and ask
for the promised Holy Spirit just like the disciples had. Then, we will witnes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as foretold: “Before the final visitation of God's judgments upon the
earth, there will be among the people of God, such a revival of radical godliness as has
not been witnessed since apostolic times” (GG p.464).
Considering all that has been mentioned, this 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which celebrates its 10th anniversary, is a special one. It is my prayer that
this meeting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us to thoroughly look into our hearts and
understand the state of our soul before the Loud Cry. I sincerely hope that all of us
experience the great work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speakers and testimonies. I
also desire that all participants experience the many blessings seen in the Mizpah
convocation just as God made a reconciliation with the Israelites when they were fallen
and torn by their sins.
Let us ask for the outpouring of the Latter Rain as we share God’s word and
fellowship, similar to the disciples in the upper room 2000 years ago. I believe and pray
that through the constant spirit of prayer, we will stand firm when the time comes for
that Loud Cry proclaiming His Soon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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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ING WITH A PARTNER
BARRY BLACK / CHAPLAIN OF THE UNITED STATES SENATE
I congratulate you for your interest in prayer and would like to suggest a way to
energize your prayer life: pray with a partner. We should pray patiently and fearlessly
with purity, effectiveness, perseverance, intimacy, fervency, and submission, but also
with a partner. Praying with a partner will bring fresh power to your prayers, energizing
your intercession.
Jesus talked about the exceptional power this strategy can bring. He said
(Matthew 18:19, 20): “I also tell you this: If two of you agree here on earth concerning
anything you ask, my Father in heaven will do it for you.” What does this amazing
promise mean? It obviously does not mean that no matter what we pray with a partner
we will receive our request. We know (Mark 10) of James and John, the sons of
Zebedee coming to Jesus in agreement. They asked Jesus to permit them to sit on the
right and the left of His throne in a kingdom that would never exist. Jesus responded,
“You don’t know for what you are asking.’ If Matthew 18:19 is to be taken literally and
without qualification, we would have to ignore the fact that on many occasions two
people have agreed to pray and their prayer has not in the literal sense been answered.
What Jesus is saying is that when we pray with a partner we must desire the answer
which God, in His wisdom and love, knows is best.
Imagine what would have happened if God had said “yes” to Joseph’s prayers in
Genesis 37. No doubt Joseph prayed that God would permit him to go back home
after his brothers threw him in the pit. God instead permitted Joseph to go to Egypt as a
slave, sold by his brothers to a band of foreigners. Joseph would later comment
(Genesis 50:20):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all for good. He
brought me to this position so I could save the lives of many people.” So praying with a
partner positions us to experience God’s greater wisdom and love choreographing our
destinies with His loving providence.
Another reason why we should pray with a partner is to protect our prayers from
selfishness, as Jesus taught us to pray in “The Our Father,” where we repeatedly
encounter plural pronouns. This prayer is about us, not about an individual. Praying
with a partner leads us down an unselfish path, helping to purge our prayers from selfcenteredness.
We should also pray with a partner because Jesus is as much present with two
people as He is with a very large congregation. In other words, you do not need an
entire church praying for you to pray with power, making your voice heard in hea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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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rist, the greatest intercessor, joins in the prayer experience wherever two or three
are gathered together in His name (Matthew 18:20). In Acts chapter 12, a small group
of believers who were praying in the home of Mary, was powerful enough to get God to
send an angel to rescue Peter from prison and certain death. It is this power that is
available to people of faith whether their prayer group is large or small.
We should pray with a partner because it brings unity of mind, spirit, and
purpose among believers. What could be more unifying than finding common ground
with another believer, possessing the same mind and voicing the same concerns? Acts
2:1 describes that experience in this way, “On the day of Pentecost all the believers
were meeting together in one place on one accord.” These people who were the
recipients of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were united in their prayers, and it
brought power and results.
Finally we should pray with a partner because partners can bless and cheer one
another. In Luke 10, Jesus sent his disciples out two by two. He intended for them to
bless and cheer one another. Ecclesiastes 4:9-12 describes the blessings that can
come from a partnership with these words:
Two people are better off than one, for they can help each other succeed. If one
person falls, the other can reach out and help. But people who are alone when
they fall are in real trouble. And on a cold night, two under the same blanket can
gain warmth from each other. But how can one be warm alone? A person
standing alone can be attacked and defeated, but two can stand back-to-back
and conquer. Three are even better, for a triple-braided cord is not easily broken.
What wonderful blessings are available in partnerships? Paul and Silas discovered
these blessings. David and Johnathan discovered these blessings. Release God’s
power by praying with a partner.

MYUNG KWAN HONG
CHAIR OF APC2017 PREPARATORY COMMITTEE, KOREA
The book of Nehemiah starts with his brother Hanani’s visitation. “Hanani, one of
my brothers, came from Judah with some other men, and I questioned them about the
Jewish remnant that had survived the exile, and also about Jerusalem. They said to me,
“Those who survived the exile and are back in the province are in great trouble and
disgrace. The wall of Jerusalem is broken down, and its gates have been burned with
fire.”(Nehemiah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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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was such a shocking news. Why was it? What kind of place is Jerusalem? It
is the center place for worship, to the Israelites, it is like a home town of religious faith.
But now this place is destroyed and the people are in great trouble and disgrace.
What was Nehemiah’s reaction after he had heard such a tragic news? “When I
heard these things, I sat down and wept. For some days I mourned and fasted and
prayed before the God of heaven.” (v 1: 4) His heart was torn apart and cried out loud
in despair. But here is what’s important, after he had cried, he prayed!
He firmly believed that history could be changed by prayers!
First of all, He knew whom he was praying to. “Lord, the God of heaven, the
great and awesome God, who keeps his covenant of love with those who love him and
keep his commandments.” (v1:5) His prayer was to his living God, that personal “Great
God” that he served.
Secondly, Nehemiah confessed his own sins. “let your ear be attentive and your
eyes open to hear the prayer your servant is praying before you day and night for your
servants, the people of Israel. I confess the sins we Israelites, including myself and my
father’s family, have committed against you. He felt the responsibility of his nation’s sin
against God.
Thirdly, His prayer was based on the promise of God. “v. 8 Remember the
instruction you gave your servant Moses, saying, ‘If you are unfaithful,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nations, v.9 but if you return to me and obey my commands, then even if
your exiled people are at the farthest horizon, I will gather them from there and bring
them to the place I have chosen as a dwelling for my Name.’ (v. 8.9) In other words, it
means, “God, please remember and keep your promises. We are repenting proclaiming
the promises and start a new history for our nation.” He prayed according to the
promise of God.
Fourthly, Lord, let your ear be attentive to the prayer of this your servant and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s who delight in revering your name. Give your servant
success today by granting him favor in the presence of this man.” (King, Artaxerxes) v.
11
Which means, Nehemiah didn’t just pray only in words, but he had decided to go back
to his homeland at any cost in reconstruction of his nation. He was willing to commit
himself and be responsible for his own prayer.
These days, the news that we hear often from all around are all bad news about
many different places falling apart. The family worship is falling apart. The church
worship is falling apart. The youth members’ faith is falling apart.
"The three angel's' message needs to be shouted out to the apocalyptic world and the
unique identity of the Adventist and the passion of the mission are getting weaker.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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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e to set up things up right and the mission to accomplish. Then, how can this begin?
We can begin with a prayer. We can rebuild the fallen walls of our faith by praying
together in one accord with contrite hearts. To those who pray, the Lord will show the
way and the path to live.
Therefore, in moments like these, our first priority is to pray together in unity.
“I 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I will hear from heaven, and
I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2 Chronicles 7:14)
Yes! It is our first priority to pray for our countries in crisis, pray for the church that is
wrestling with a heavy secularization, for our family and for ourselves, and pray
desperately for our mission work and repent earnestly.
Right now is the time to pray a lot. The time we are living now is for those who ask
should receive the Holy Spirit. Ask for God’s blessings. We need to enthusiastically
devote ourselves because our Lord expects us to petition him. (Messages to Pastors p.
511)
This is the perfect time when prayer is desperately needed and this is such a
blessing to all of us to get together in California, United States at this Mt. Hermon camp
ground to pray with other prayer members on our 10th Anniversary in 2017.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God has lead us here for this special prayer
meeting. Already in Korea and in Japan, the members of Prayer Coalition have
experienced abundant spiritual blessings through this united and enthusiastic prayer.
As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there are more
challenges that are piling up before us which can not be solved with our own strength
and wisdom.
In moments like these, will not God’s amazing work begin since we have
gathered here on Mt. Hermon beyond the borders of the countries to rebuild the wall of
our nation, of the church, and as a faithful servant with a historical mission?
Beloved Adventist friends! There is a reason why we still cannot give up our hope. It is
because of God's promise. Our God is omnipotent and great. He is able to provide all
of our request and has the power to solve any pressing or urgent problems. The
reformer Martin Luther said, “Let God be God or Pray and Let God Worry!” Don’t shrink
God to our size and Don’t Limit God’s power. Let God be the Great God.
William Carey, India's first missionary said, "Believe in the Great God. Seek the
work of the Great God. And expect that Great God will finish His Great works. God
gives Great things to those who seek the Great things. Therefore, In the book of
Patriarchs and Prophets in the second volume, page 149, God's faithful servant, Ell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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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White emphasized the need for the enthusiastic prayer by stating, “those who are
clinging to the arms of Almighty can attain the greatest result.”
Dear Beloved Adventist, these days we are seeing and hearing the Adventist
community is collapsing in many places. There is a broken faith, a broken worship, a
broken home, a broken institution, a broken school, and a broken Mission.
We have a mission to re-establish all these things. How can we start doing this?
Is it possible? We all have to cry outloud in the spirit of Nehemiah, looking at our
spiritual condition. We have to fast and pray. We must pray before God in contrite heart.
This is the starting point. The Lord will guide and show the way to those who
pray. And at the very end, we will experience this fascinating history of rebuilding the
ruined walls by the power of God. The schedule and location have already been
determined so that we all can experience this amazing blessing.
Let us pray and focus our attention to this 2017 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at Mount Hermon. Let us encourage others around us and invite them to
our prayer meeting. As we gather at that place to pray, we will be united to receive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at God has promised. At Mount Hermon, let’s hope that
our enthusiastic prayers will bring forth a remarkable change in our homes, churches,
and in our purposeful mission. Thank you!
.
SEON JAE SUNG, PH.D.
CHAIR OF APC2017 PREPARATORY COMMITTEE, JAPAN
I am thrilled from the bottom of my heart, to give thanks to God, as we prepare to
celebrate the 10th year of the international prayer convocation. I would also like to
show my gratitude for having been deeply involved with the prayer movement since its
inception.
The evidence of a matured Christian is determined by becoming a man or woman of
prayer. The living relationship with God, the experience of God’s Word incarnated in
our lives, and the powerful missional life, stems from the secret chamber of prayer that
will give us power from above.
Prayer is heaven's ordained means of success, in the conflict with sin and the
development of Christian character. The divine influences that come in answer to the
prayer of faith, will accomplish in the soul of the suppliant, all for which he pleads. (AA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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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ayer movement in our day is most urgently needed. The absence of praying
members in God’s church is the real reason why churches of today are so lethargic,
and powerless. The Advent Movement was started with fervent prayers. The first vision
was given to E.G. White, by God, as our forefathers were praying, and we must be
praying as a people, contemplating the glorious appearance of our Lord, who will
outpour the latter rain upon His people.
A revival of true godliness among us is the greatest and most urgent of all our
needs…it is our work, by confession, humiliation, repentance, and earnest praye… A
revival need be expected only in answer to prayer. (1 SM 121)
As I prepare for the prayer convocation, I want to surmise its significance as stated
below.
1. Prayer gathering itself is a big thing. Living in an age of social media and IT, it is not
easy to get together and people do not meet in person. It is always possible that
members enjoy worship via Internet, in the comfort of their home. However, it is very
perilous to our spiritual life. “not forsaking the assembling of ourselves together, as is
the manner of some, ..and so much the more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Heb10:25)” The first Christian church was founded on gathering together, and I believe
that the prayer convocation will be a new chapter of spiritual renewal in the Adventist
history.
2. I pray that our gathering will be that of seeking the later rain of the Holy Spirit. The
Acts of the Apostles is known to us as the Act of the Holy Spirit. 120 disciples of Christ
were mere people full of shortcomings, human errors and weaknesses. But it was
through the experience of Mark’s upper room and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at
they were transformed to become a people full of the profound and extraordinary spirit
of Christ. They repented their sins and completely surrendered their lives to Him so that
the Holy Spirit would have them under His control. After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m, they witnessed miracles after miracles. From the 1 st to the last chapter of the
Act of Apostles, we see prayer meetings and the spirit of prayer. I am.convinced that
we will experience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throughout the entire meetings.
3. A missional life and fellowship of love will be confirmation of the Holy Spirit. What
makes this historical is our union in love, mutual trust between us and commitment to
each other. After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for the First Christian churc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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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free from the snares of selfishness completely. They were reborn as a community
to share without reservation. I am sure that the prayer convocation will be a turning
point that will bring us into a community that will convict us with the same faith,
recognizing our missional commission and confirming our deep fellowship and
friendship in love.
I am convinced that the prayer convocation will reward us richly because it is rooted in
sincere dedication and sacrifice. At the same time, I appeal that we earnestly seek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with all our hearts, so that we may be recreated to be the
leading force, to finish the Gospel work in last days.
It is very unusual that the prayer convocation has continued and expanded for the last
10 years. I sincerely express my respect to Elder Kyu Hyung Han and all those who
have been dedicated to this project. I earnestly pray and hope that our gathering be a
meeting where participants will see the difference in their lives, at the brink of the
Glorious Return of our Lord.
Reflecting the past history of the prayer convocation in Japan
It has been 5 years since Japan started its own prayer convocation. In 2012, Elder Han
invited us to be part of the international prayer convocation between US, Korea and
Japan. 15 Japanese were there at that time. They returned home with the conviction of
their faith in Adventist truth, sharing their inspirational testimonies, enjoying the
fellowship with God’s Word.
Less than 2 months after our return from the meeting, I was requested by Elder Han to
see if it would be possible to conduct the meeting in Japan in 2013. I approached the
Conference president to share the news and to find out how he felt about it. The
answer was not favorable, due to the city wide Evangelism in Tokyo in 2013. Almost at
the end of the year, I discussed the same matter with the Union President. His initial
response was quite positive. He confirmed that he would deliver the decision of the
union after the New Year, having meetings with other officers.
Finally it was granted to have the prayer convocation in Japan. We were busy setting
up the dates, speaker and the venues. We were able to raise 3,000,000 won, because
one of attendees made a strong appeal to establish a facility designated for a prayer
retreat, by giving her testimony. It was a blessing from the Lord. And also it is quite an
inspiration to know that her appeal had led to build a Japanese retreat facility in Am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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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o the following year of 2013 with the pledge of 13,000,000 yen on the land
donated by the Union office.
In November, 2013, we had over 300 members attending the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3 located at National Women Education center, in the city of Saitama.
One thing I noticed so inspiring was the birth of prayer movement in the Japanese
members. Evaluating the first prayer convocation, we unanimously agreed on the
necessity of organizing a committee, to promote the continuous prayer movement in
Japan, by inviting Pastor Sun Jae Sung, Pastor Obara, Pastor Yasui to be committee
members. Since then, they have had a monthly prayer meeting to expand its influence
for the entire membership in Japan. As of today, the committee is being recognized and
supported by the official church institutions. Presently, Pastor Su Ho Kim is
volunteering as the President and Pastor Yasui as an advisor, two others as vice
president.
I realize again that though men make plans, it is our God that executes and accomplish
what they have planned. The Israelites relied upon the pillar of cloud when they moved
from one place to another for their encampment. Jesus, being our Shepherd has led us
to the most safe and restful place with the presence of His pillar of cloud under His
providence. May the prayer movement in Japan evangelize the entire land, to be not
only the motivation for mission, but also the leading force to finish the Gospel work in
Japan, empowered with the latter rain of the Holy Spirit. Furthermore, I pray that the
monthly prayer meeting in Japan will expand in such a way that will lead us to build a
Japanese retreat center in the short future, and to accommodate stronger prayer
movement systematically.

KWI HWAN ROH
CHAIR OF APC2017 PREPARATORY COMMITTEE, UNITED STATES
The 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7 will be a truly meaningful
one because we are celebrating the 10th year since its inception, together in
September 2017. It was started in the heart of a local elder with the fervent passion for
prayer. Now it has extended its influence to United States, Korea and Japan, burning
the torch of prayer. I believe that this movement will go on to reach every corner of the
earth. Job 8:7 says “Though your beginning was small, yet your latter end would
increase abunda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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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ind pleasure imagining what it would be like when God’s people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on the day of Pentecost as He is about to bring closure to world’s history
of 6,000 years. After Jesus’ ascension to heaven, 120 met in the upper room of Mark
with 12 apostles. They repented their sins and pleaded in their prayer to ask God to
forgive them. Acts 2:1-4 says “suddenly there came a sound from heaven, as of a
rushing mighty wind, and it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Then there
appeared to them divided tongues, as of fire, and one sat upon each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Spirit”
My beloved! We will be assuredly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s we gather to pray
earnestly just as the first Christian did in the last days.
“Unceasing prayer is the unbroken union of the soul with God, so that life from
God flows into our life; and from our life, and holiness flow back to God”. (SC 97)
“Through sincere prayer we are brought into connection with the mind of the
Infinite. We may have no remarkable evidence at the time that the face of our
Redeemer is bending over us in compassion and love,” (SC 96)
“The darkness of the evil one encloses those who neglect to pray. The
whispered temptations of the enemy entice them to sin; and it is all because they
do not make use of the privileges that God has given them in the divine
appointment of prayer. Why should the sons and daughters of God be reluctant
to pray, when prayer is the key in the hand of faith to unlock heaven’s
storehouse? (SC 94)
Early Writing also say in 269 “ I saw some, with strong faith and agonizing cries,
pleading with God. Their countenances were pale and marked with deep anxiety,
expressive of their internal struggle. Firmness and great earnestness was expressed in
their countenances; large drops of perspiration fell from their foreheads. Now and then
their faces would light up with the marks of God’s approbation, and again the same
solemn, earnest, anxious look would settle upon them.
Evil angels crowded around, pressing darkness upon them to shut out Jesus from
their view, that their eyes might be drawn to the darkness that surrounded them, and
thus they be led to distrust God and murmur against Him. Their only safety was in
keeping their eyes directed upward. Angels of God had charge over His people, and as
the poisonous atmosphere of evil angels was pressed around these anxious ones, the
heavenly angels were continually wafting their wings over them to scatter the thick
darkness.” This event will take place right before the Second Coming of our Lord.
What we all will xperience is called the “Sh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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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ayer convocation in September of 2017 will not only help us experience
the work of the Holy Spirit, leading us to the urgency of corporate prayer, but also
rescue us from the time of shaking that will take place right before the glorious
appearing of our Lord. I would like to invite you to this special event to enjoy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that our Father will bestow upon each particip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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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7 Program (September 13-17)
Time/
Date

13 (Wed)

14 (Thu)

15(Fri)

16(Sabbath)

17(Sun)

6:00
AM

Morning
Devotional
(6:00-6:50)

Morning
Devotional

Morning
Devotional

Prayer Movement
Morning
Devotional

6:50

Group Prayer

Group Prayer

Group Prayer

7:30

Breakfast

Breakfast

Breakfast

8:45

Special Music

Special Music

Special Music

9:00

Plenary (9:009:50)

Plenary (9:009:50)

Seminar Session
1

12:00
PM

Seminar Session
3

Lesson Study
Divine Service
(10:40-11:50)

Seminar Session
2

Seminar Session
4

Lunch

Lunch

Lunch

Afternoon Plenary
(2:00-2:50)

Afternoon Plenary
(2:00-2:50)

Special
Testimonies

Group Discussion
on Great
Controversy

Group Discussion
on Great
Controversy

2:00

3:00

Registration
Open

Mission
Testimonies

5:15

Dinner

Dinner

Dinner

Dinner

7:00

Special Music

Special Music

Special Music

Special Music

Evening Plenary
& Keynote
Address

Testimonies

Testimonies

Evening Plenary

Evening Plenary

Evening Plenary
(7:15-8:05)

Int’l United
Prayer

Int’l United
Prayer

Int’l United
Prayer
(8:10-10:00)

7:15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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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kfast

(Boxed lunch)

Sabbath School
(9:00- 09:50)

10:00

Int’l United
Prayer

2017. 9. 14 Wednesday
Interpreted by Pastor Kim Ki-Bong/Ms. Shirley Ji (English), Pastor Kim Soo-Ho (Japanese)
7:00 p.m. Keynote Session
Song service led by Pastor Kim Gil-Hyung (Co-Director, Prayer Coalition, Korea)
Presided by Elder Dong Choon Chun (APC2017 Preparatory Committee, Executive Secretary)
Introduction of Prayer Coalition History
Theme song: Lift Up the Trumpet
Opening prayer: Pastor Erwin Joham (Senior Pastor, Camarillo SDA Church)
Keynote Address: “The Spirit of Prayer in the Last Days” – James Han (Director, Prayer Coalition)
Special Song: Scott McPerson
Sermon “I will also keep you from the hour of trial” – Dr. Vsevolod Andrusiak (Director of Center for
Historico-Theological Research of Euro-Asia Division)
8:45 p.m. United Prayer Session – Pastor Lee Harkbong (Director of Yeosu Sanitarium & Hospital)

2017. 9. 14. Thursday
Interpreted by Pastor Kim Ki-Bong/Ms. Shirley Ji (English), Pastor Kim Soo-Ho (Japanese)
6:00 a.m. Morning Devotional
Song service led by Pastor Ahn Sang-Ki (Senior Pastor, New York Central SDA Church)
“Everlasting Consolation” – Pastor Kim Jung-Gon
9:00 a.m. Morning Plenary
Back to Basics: The Everlasting Gospe l- Dr. Allen Davis
10:00 a.m. Seminars I
Track I: “No fear of the future except to forget His teachings of the past- Pastor Sang Do Kim (Prayer
Coalition, Korea)
Track II: “Tipping Point of Adventism – Pastor Ahn Sang-Ki
Track III: “The truth must be scattered like the leaves of autumn” – Dr. Vsevolod Andrusiak (Director of
Center for Historico-Theological Research of Euro-Asia Division)
11:00 a.m. Seminars II
Track I: “Repentance of Job”- Pastor Kim Myung-Ho (Prayer Coalition, United States)
Track II: “Prayer and Power of relationship” - Pastor Kim Gil-Hyung (Prayer Coalitio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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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III: “Today’s Spiritualism” –Noh Si-Woo
2:00 p.m. Afternoon Plenary
“The Serpent's Whisper - Spiritualism in Our Modern World”- Eric Wilson (Director of Isaiah Ministries)
7:15 p.m. Evening Testimony
“What I have Learned About God”- Pat Arrabito (Director of LLT Productions)
7:45 p.m. Evening Plenary
“Heat the chest that has been cooled down”- Pastor Hong Myung Kwan (Evangelist, Korea)
8:45 p.m. IAPM - Pastor Sung Seon Jae (Pastor of Tokyo Central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Japan)

2017. 9. 15. Friday
6:00 a.m. Morning Devotional
Song service led by Pastor Ahn Sang-Ki (Senior Pastor, New York Central SDA Church)
“Everlasting Consolation” – Pastor Kim Jung-Gon
9:00 a.m. Morning Plenary
Final Events and the Latter Rain - Dr. Allen Davis
10:00 a.m. Seminars III
Track I: “The Meaning of Present Truth as seen from the Future Perspective”- Pastor Lee Harkbong
(Director of Yeosu Sanitarium & Hospital)
Track II: “Possession - and the Throne of the Heart” – Eric Wilson (Director of Isaiah Ministries)
Track III: “The truth must be scattered like the leaves of autumn” – Dr. Vsevolod Andrusiak (Director of
Center for Historico-Theological Research of Euro-Asia Division)
11:00 a.m. Seminars IV
Track I: “Possibilities and missions of prayer”- Pastor Sung Seon( Pastor of Tokyo Central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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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II: “The Mystery Unveiled - Sons and Daughters of the Living God” - Eric Wilson (Director of Isaiah
Ministries)
TrackIII: “Coming Conflicts” - Pastor Sam Nunez (Sr. Pastor, Fallbrook Seventh-day Adventist Church)
2:00 p.m. Afternoon Plenary
“Today’s Spiritualism” – Noh Si-Woo
7:15 p.m. Evening Testimony
“The Day I Forgot to Pray”- Kim Dosung (Director of Instituto Quebrada Leon)
7:45 p.m. Evening Plenary
“Forward on our knees”- Masui Shimada (President of Japan Unionc Conference)
8:45 p.m. IAPM – Pastor Ahn Sang-Ki (Senior Pastor, New York Central SDA Church)

2017. 9. 16. Sabbath
6:00 a.m. Morning Devotional
Song service led by Pastor Ahn Sang-Ki (Senior Pastor, New York Central SDA Church)
“Everlasting Consolation” – Pastor Kim Jung-Gon
9:00 a.m. Sabbath School
Presided by Cho Kyung Shin (Prayer Coalition, Korea)
Theme song together: Lift Up the Trumpet
Prayer by Betty Hedrick
Special presentation “Is the Sabbath the anniversary of creation? Worship day?”- Sohn Kyung-Sang
Sabbath School Lesson study
Offering
Closing prayer by Pastor Yoo Jae Sang (Prayer Coalition, United States)
10:40 a.m. Worship Service
Presided by by Sung Seon Jae (Pastor of Tokyo Central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Japan)
Song service led by Pastor Kim Gil-Hyung (Prayer Coalition, Korea)
Greeting and Introduction of Prayer Coalition by Pastor Roh Kwi Hwan (Chair, APC2017 Preparatory
Committe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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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it Come Holy Spirit all together
Call to Worship & Invocation
Opening Hymn: Lift Up the Trumpet
Scripture Reading: Nakaamura Naoko (Prayer Coalition, Japan)
Intercessory Prayer – Lee Bong Joo (Prayer Coalition, Korea)
Doxology
Offering Appeal – Prayer Coalition
Special Music - Scott McPherson, Kevin Flowers, Annette Williams
Sermon: “The driving force of the evangelism in times of disaster “– Pastor Ko Moon Kyung (Prayer
Coalition, United States)
Closing Hymn: Marching to Zion #422
Benediction: Pastor Ko Moon Kyung
2:15 p.m. Afternoon Testimonies I
Track I:

Korean: Life testimony - Park Jin Sook

Track II: Korean & Japanese: Life testimony –Kim Yeon Jae
TrackIII: Korean & English: Life testimony – Pat Arrabito
2:15 p.m. Afternoon Testimonies II
Track I:

Korean: Life testimony – Lee Soo Kyung

Track II: Korean & Japanese: Life testimony – Mitsue Maysuyama
TrackIII: Korean & English: Life testimony – Pat Arrabito
3:15 p.m. Afternoon Testimonies III
Track I: “Preach the Gospel to all souls”- Cho Kyung Shin (Director of Youngnam ASI, Korea)
Track II: “Wtness”- Nam Sun Kyu (member of board of directors, Hishands Mission Movement, NSD)
Track III: “The Day I Forgot to Pray” – Kim Dosung (Director of Instituto Quebrada Leon, Bolivia)
4:15 p.m. Afternoon Testimonies IV
Track I: “Harvest movement” – Choi Jin Kyu (Director of Laity Harvest Movement, Korea)
Track II: “Pearls found in Africa” – Chun Kyung Soo (President of BMW, United States)
Track III: “The answer to prayer” – Michael Lee (Pastor of Good Neightbor Church,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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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p.m. Evening Plenary
“Specific preparation to receive the latter rain of the Holy Spirit”- Ahn Chun Soo (President of Oasis Wold
Mission)
8:10 p.m. IAPM - Pastor Kim Gil-Hyung (Prayer Coalition, Korea)

2017. 9. 17. Sunday
6:00 a.m. Morning Devotional
Song service led by Sung Seon Jae (Pastor of Tokyo Central Korean Seventh-day Adventist Church,
Japan)
Presided by Pastor Lee Harkbong (Director of Yeosu Sanitarium & Hospital)
Interpreted by Pastor Kim Ki-Bong/Ms. Shirley Ji (English), Pastor Kim Soo-Ho (Japanese)
Special Music: Gene Meese
Opening Prayer: Chun Kyung Soo (President of BMW, United States)
Devotional: “Cry of the wilderness” - Pastor Roh Kwi Hwan (Chair, APC2017 Preparatory Committee,
United States)
6:45 a.m. IAPM - James Han (Prayer Coalition)
Message for the 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7 (pre-recorded) – Barry C. Black
(Chaplain of the United States Senate)
Followed by united intercessory prayer by prayer represent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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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7
Preparatory Committee
Preparatory Committee Chair: James Han
United States Preparatory Committee:
Chair: Roh Kwi Hwan
Secretary: Ahn Sang Ki
Executary Secretary: Chung Dong Choon
Finance: Oh Sung Hoon, Chung Dong Choon, Lee Chun Woo
Public Relations: Roh Kwi Hwan
Transportation: Chung Dong Choon, Uhm Young Dae
Registration: Ahn Sang Ki, Kim Jung Han, Choi Suk Keen
Information: Lu Pokrae
Publication: Lee Ki Sung, Jun In Suk
Communication: Kim Jung Han, Lee Chun Woo, Lu Pokrae
Collaboration (Sungwoowhei): Kim Dong Joon
Collaboration (Mission): Ahn Chun Soo
Collaboration (Youth): Yoo Jae Sang
Korea Preparatory Committee
Chair: Hong Myung Kwan
Vice-chair: Kim Sang Do
Executary Secretary: Lee Harkbong
Finance: Sohn Kyung Sang, Lee Bong Joo
Public Relations: Cho Kyung Shin, Kim Gil Hyung
Registration & Publication: Lee Harkbong
Program: Sohn Kyung Sang
Collaboration (Laity organization): Cho Kyung Shin
Collaboration (Institutions): Hong Myung Kwan
Japan Preparatory Committee
Chair: Sung Seon Jae
Vice-chair: Kim Soo Ho
Finance: Kim Soo Ho
Public Relations: Sung Seon Jae
Collaboration (Japan Prayer Coalition): Kiim Soo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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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Relations: Masuya Yasui
Sub-Prepartory Committee Secretary: Ahn Sang Ki Vice-secretary: Lee Ki Sung, Lee Harkbong,
Sung Seon Jae
All-hands Prepartory Committee Secretary: Sohn Kyung Sang

ABOUT PRAYER COALITION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n place,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With this in mind,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saints. (Ephesians 6:12-18)
The United Prayer Movement among Korean Adventists began in 2007 during the Korean West
Coast Camp Meeting in the United States. Our prayer group, Prayer Coalition, was founded
through the movement. Since then, the prayer members started their own Bible study groups
and prayer meeting in their churches and church organizations. Its members now include
Korean Adventis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s
awareness and enthusiasm for prayer have been noticeably insufficient in our Adventist
churches, we believe that God has guided us in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movement.
With the conviction that God has been with the movement since its inception, we hosted a
prayer convention in Won-ju, Korea on October 4-8, 2012. The Adventist Prayer Con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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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sponsored by Korean Union Conference, was to encourage faithful prayer life among
Adventists for the spiritual revival in the churches. The blessings at the convention were
abundant. More than 300 Adventists including our prayer members from the States, Japan and
Korea attended. Many people wanted to attend but could not due to limited space.
We hosted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3 in NWEC, Saitama, Japan on November 7 – 11.
It was co-hosted by Prayer Coalition and Japan Union Conference. The event was for both
Japanese Adventists and Korean Adventists from the States and Korea as well as for the
prayer gathering after the Tokyo 13, Mission to the Cities project. All main presentations at the
convention were done throug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convention was unique in that it
was a joint effort by Korean laity and the Japan Union Conference, sponsored by the Korean
Union Conference, and supported by Northern Asia-Pacific Division (NSD). Since the prayer
convention, the Japanese Prayer Coalition by Japanese Adventists has been established with
support from JUC and they had their first prayer meeting on August 10th, 2014.
This prayer movement does not only intend to get people together to pray for a unified cause,
but also to take part in the revival of reverence. Our actions are driven by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Truth, which begins with the Thee Angeles’ Message, as well as
awareness of our sincere mission to accomplish God's work. This spiritual awakening will help
us willingly take the path to become the “witnesses of these things" Luke 24:48). We are
gathering not only to encourage each other to enlighten our mission to send the messages of
the last warning, but also to work together to lift the name of God as we face the final resolution
of the great controversy of Good and Evil.
OUR MISSION
Until the outpouring of the Holy Spirit sweeps across our globe, we strive to have a closer
relationship with God and overcome spiritual hardship together through prayer. We pray for our
spiritual needs, for missionary activities, and ultimately for the church's spiritual revival.
WHAT WE BELIEVE
We believe that “before the final visitation of God’s judgments upon the earth there will be
among the people of the Lord such a revival of primitive godliness as has not been witnessed
since apostolic times (GC464)". We realize that “A revival of true godliness among us is the
greatest and most urgent of all our needs” (1 SM 121). We also realize that this revival of
reverence has to be our foremost work. As we anticipate the time when this revival of the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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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spread throughout the whole earth, we also understand that we need renewed awareness of
the messages that need to be preached today.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2000 years ago, the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the
prophecies found in the writings of Moses and the Prophets had been achieved and they
submitted themselves to strengthen their faith in the Lord. In a similar way, people during the
last days will ardently pray and will have strong trust and faith in the Lord, in part due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14th chapter of Revelation. This revival of reverence, which has been
foreseen by people affected by the Holy Spirit, must be accomplished. In order to spread this
spirit of repentance and prayer, it is essential for us to understand and accept our mission
today.
PRAYER COALITION MOVEMENT
In 2007, the prayer coalition movement was born, based on the promise of a revival of
reverence before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This prayer movement does not only intend to
get people together to pray for a unified cause, but also to take part in the revival of reverence.
Our actions are driven by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Truth, which begins with the
Thee Angeles’ Message, as well as awareness of our sincere mission to accomplish God's
work. This spiritual awakening will help us willingly take the path to become the “witnesses of
these things" (Luke 24:48). We are gathering not only to encourage each other to enlighten our
mission to send the messages of the last warning, but also to work together to lift the name of
God as we face the final resolution of the great controversy of Good and Evil.
Prayer meetings are conducted regularly at participating churches. In the absence of a regular
church prayer meeting, we encourage the members to establish their own prayer meeting. The
leader of the prayer group at each church is responsible for gathering and providing the church
the prayer requests to prayer group members so that the members pray together for the prayer
requests received. During monthly prayer meetings (or special events when participants from
different locations join), members of each church prayer group pray through networks of
conference calls (See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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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end
Prayer
Same location

Hub

Fig. 1: Connection via Clustered Star Topology

MONTHLY PRAYER MEETING
PREPARING FOR THE MEETING
Those

who

want

to

participate

should

notify

group

coordinator

(or

email

to info@prayercoalition.com) at least two days in advance before the meeting. If a participant is
new to the meeting, he or she needs to provide name and phone number so that group
coordinator can connect the participant to the prayer meeting. The participant can join in the
prayer individually if he or she desires, but will not be able to join the group prayer and would
pray individually during the group prayer session.
BEFORE THE MEETING
Regular participants should expect to be called immediately prior to the start of the meeting by
a group coordinator. Each group coordinator will call a number of different participants,
effectively creating a group. This group, as a whole, will then be connected to the entire prayer
meeting, allowing members to have their own separate group prayer after the united prayer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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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the initial call does not go through, group coordinators will try to call again shortly thereafter.
In the chance that a participant does not receive a connecting call, participants should call and
connect directly to the prayer meeting.
MEETING FORMAT
Prayer will be split into two stages: united prayer and group prayer.
During united prayer, several representatives will pray for all groups of participants involved. All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listen to and pray with those representatives. Participant and group
lines will be muted during this time, allowing the representatives to address and pray for the
entire network.
Afterwards, group prayer will start. During this tim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pray within their
respective groups, with no audio transmission broadcast outside of the individual groups.
This process will virtually emulate praying first together as a large congregation and then
breaking out into smaller prayer groups in separate rooms.
Immediately after group prayer, all groups will be rejoined together. Announcements and a
closing prayer will follow (not applicable for June prayer meeting).
SUGGESTIONS TO MAKE THIS A POWERFUL TIME OF PRAYER WITH AS LITTLE
DISRUPTIONS AS POSSIBLE
1. Please activate the MUTE function on your phone except when you are offering a prayer.
(This will reduce the cumulative noise of the phone lines connected and will also allow you to
use the SPEAKER PHONE function. Don't forget to turn off SPEAKER PHONE when you
UNMUTE your phone to pray)
2. If you do not have a MUTE function, please do not use your SPEAKER PHONE unless you
have a number of people in the room that are participating in the prayer call.
3. In humble submission, pray as you are directed to pray by the Spirit and heart of God.
UNITED PRAYER REPRESENTATIVES
The representatives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will offer pr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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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1. Explanation of Logo
Of the four colors blue, purple, crimson, and white that were used on the outer gate of
the sanctuary, blue represents the divine character of Christ and white symbolizes the
sinless Christ. The two background colors, white and blue, represent our sincere
desire to imitate Christ’s characteristics and willingness to obey His will although our
present characteristics may b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denominational logo
and its words show that our united prayer will mark the beginning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through the Adventist message.

A-2 Our Principles
21. Practice of Biblical Principles
We want to live out biblical principles. Before adapting methods that assist church
growth, we first want to follow righteous and biblical principles. Although God’s divine
work, its appointed time, and His methods are not clearly known, we await as we seek
biblical principles and exercise God’s revealed principles.
2.2 We trust God’s power and His leading
We pray with faith that God’s mighty power will be displayed today as in Bible times.
We will experience the God whom we have learned about in the Bible. We want not
only believe Bible but also trust him by heart. It is our ultimate goalto have faith that
enables us to experience His work through prayer and our individual life.
2.3 We long and prepare for Jesus’ soon co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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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incerely pray for our church as we anticipate His Second Coming. And as we
remain as faithful and pure to God’s Word, we long to be a channel through which
God’s work is done.
2.4. The eternal relationship among church members will be established
As a part of preparing for the heavenly life, we wish to establish eternal relationships
with all the people who are convicted of the power of prayer. There will be a united and
willing force among Lord’s servants and church members who will practice long hours
of prayers for the church and its members. This relationship will be very precious and
incomparable to the relationships that are built through worldly social networks. Once
knowing that there are many faithful prayers, each prayer will be encouraged to pray
more passionately in his/her own designated place.
2.5. We will be united through prayer
We desire to unite all the prayers of church members throughout the churches.
Although it may not be easily identifiable, is that the church members who first
participated in united prayer meetings will lead other members who come later. In a
same manner, the already participating churches will invite and lead the churches that
join in later. We show that the Spirit of payer that shows total submission to the rest of
the world.

AFTERNOON DISCUSSION SESSION
3PM, September. 14-15, 2017
Text I: Prayer by Ellen G. White: Chapter 28—Prayer in the Last Days
Those Living in the Last Days Especially Need to Pray—If the Saviour of men, with His
divine strength, felt the need of prayer, how much more should feeble, sinful mortals
feel the necessity of prayer—fervent, constant prayer! When Christ was the most
fiercely beset by temptation, He ate nothing. He committed Himself to God, and
through earnest prayer, and perfect submission to the will of His Father, came off
conqueror. Those who profess the truth for these last days, above every other class of
professed Christians, should imitate th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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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People Have a Responsibility to Pray for a Few More Years of Grace Before the
End Comes—There must be more spirituality, a deeper consecration to God, and a
zeal in His work that has never yet been reached. Much time should be spent in prayer,
that our garments of character may be washed and made white in the blood of the
Lamb
Especially should we, with unwavering faith, seek God for grace and power to be given
to His people now. We do not believe that the time has fully come when He would have
our liberties restricted. The prophet saw “four angels standing on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holding the four winds of the earth, that the wind should not blow on the earth,
nor on the sea, nor on any tree.” Another angel, ascending from the east, cried to them,
saying: “Hurt not the earth, neither the sea, nor the trees, till we have sealed the
servants of our God in their foreheads.” This points out the work we have now to do. A
vast responsibility is devolving upon men and women of prayer throughout the land to
petition that God will sweep back the cloud of evil and give a few more years of grace
in which to work for the Master. Let us cry to God that the angels may hold the four
winds until missionaries shall be sent to all parts of the world and shall proclaim the
warning against disobeying the law of Jehovah.—Testimonies for the Church 5:717,
718
Prayer in Times of Peace Will Prepare God’s People for Times of Trouble at the End—
The servants of Christ were to prepare no set speech to present when brought to trial.
Their preparation was to be made day by day in treasuring up the precious truths of
God’s word, and through prayer strengthening their faith. When they were brought into
trial, the Holy Spirit would bring to their remembrance the very truths that would be
needed.
A daily, earnest striving to know God, and Jesus Christ whom He has sent, would bring
power and efficiency to the soul. The knowledge obtained by diligent searching of the
Scriptures would be flashed into the memory at the right time. But if any had neglected
to acquaint themselves with the words of Christ, if they had never tested the power of
His grace in trial, they could not expect that the Holy Spirit would bring His words to
their remembrance. They were to serve God daily with undivided affection, and then
trust Him.—The Desire of Ages, 355
We are living in the most solemn period of this world’s history. The destiny of earth’s
teeming multitudes is about to be decided. Our own future well-being, and also the
salvation of other souls, depend upon the course which we now pursue. We need to be
guided by the Spirit of truth. Every follower of Christ should earnestly inquir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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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wilt Thou have me to do?” We need to humble ourselves before the Lord, with
fasting and prayer, and to meditate much upon His Word, especially upon the scenes
of the judgment. We should now seek a deep and living experience in the things of God.
We have not a moment to lose. Events of vital importance are taking place around us;
we are on Satan’s enchanted ground.—The Great Controversy, 601
The season of distress and anguish before us will require a faith that can endure
weariness, delay, and hunger—a faith that will not faint though severely tried. The
period of probation is granted to all to prepare for that time. Jacob prevailed because
he was persevering and determined. His victory is an evidence of the power of
importunate prayer. All who will lay hold of God’s promises, as he did, and be as
earnest and persevering as he was, will succeed as he succeeded. Those who are
unwilling to deny self, to agonize before God, to pray long and earnestly for His
blessing, will not obtain it. Wrestling with God—how few know what it is! How few have
ever had their souls drawn out after God with intensity of desire until every power is on
the stretch. When waves of despair which no language can express sweep over the
suppliant, how few cling with unyielding faith to the promises of God.—The Great
Controversy, 621
Prayer to Be a Safeguard Until the End—Till the conflict is ended, there will be those
who will depart from God. Satan will so shape circumstances that unless we are kept
by divine power, they will almost imperceptibly weaken the fortifications of the soul. We
need to inquire at every step, “Is this the way of the Lord?” So long as life shall last,
there will be need of guarding the affections and the passions with a firm purpose. Not
one moment can we be secure except as we rely upon God, the life hidden with Christ.
Watchfulness and prayer are the safeguards of purity.
All who enter the City of God will enter through the strait gate—by agonizing effort; for
“there shall in no wise enter into it anything that defileth.” Revelation 21:27. But none
who have fallen need give up to despair. Aged men, once honored of God, may have
defiled their souls, sacrificing virtue on the altar of lust; but if they repent, forsake sin,
and turn to God, there is still hope for them. He who declares, “Be thou faithful unto
death, and I will give thee a crown of life,” also gives the invitation,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and let him return un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up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Revelation 2:10; Isaiah 55:7. God hates sin, but He loves the sinner. “I will heal their
backsliding,” He declares; “I will love them freely.” Hosea 14:4.—Prophets and Kings,
83,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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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mall Group Will Be Praying for the Church in the Time of Her Greatest Danger—
The leaven of godliness has not entirely lost its power. At the time when the danger
and depression of the church are greatest, the little company who are standing in the
light will be sighing and crying for the abominations that are done in the land. But more
especially will their prayers arise in behalf of the church because its members are doing
after the manner of the world.
The earnest prayers of this faithful few will not be in vain. When the Lord comes forth
as an avenger, He will also come as a protector of all those who have preserved the
faith in its purity and kept themselves unspotted from the world. It is at this time that
God has promised to avenge His own elect which cry day and night unto Him, though
He bear long with them.—Testimonies for the Church 5:209, 210
Pray for the Spirit in the Time of the Latter Rain—We cannot depend upon form or
external machinery. What we need is the quickening influence of the Holy Spirit of God.
“Not by might, nor by power, but by my Spirit, saith the Lord of Hosts.” Pray without
ceasing, and watch by working in accordance with your prayers. As you pray, believe,
trust in God. It is the time of the latter rain, when the Lord will give largely of his Spirit.
Be fervent in prayer, and watch in the Spirit.—The Review and Herald, March 2, 1897
Prayer the Christian’s Only Safety at the End—I saw some, with strong faith and
agonizing cries, pleading with God. Their countenances were pale and marked with
deep anxiety, expressive of their internal struggle. Firmness and great earnestness was
expressed in their countenances; large drops of perspiration fell from their foreheads.
Now and then their faces would light up with the marks of God’s approbation, and again
the same solemn, earnest, anxious look would settle upon them.
Evil angels crowded around, pressing darkness upon them to shut out Jesus from their
view, that their eyes might be drawn to the darkness that surrounded them, and thus
they be led to distrust God and murmur against Him. Their only safety was in keeping
their eyes directed upward. Angels of God had charge over His people, and as the
poisonous atmosphere of evil angels was pressed around these anxious ones, the
heavenly angels were continually wafting their wings over them to scatter the thick
darkness.
As the praying ones continued their earnest cries, at times a ray of light from Jesus
came to them, to encourage their hearts and light up their countenances. Some, I saw,
did not participate in this work of agonizing and pleading. They seemed indifferent and
careless. They were not resisting the darkness around them, and it shut them in li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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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 cloud. The angels of God left these and went to the aid of the earnest, praying
ones. I saw angels of God hasten to the assistance of all who were struggling with all
their power to resist the evil angels and trying to help themselves by calling upon God
with perseverance. But His angels left those who made no effort to help themselves,
and I lost sight of them.— Early Writings, 269, 270
God’s People Will Pray and Prevail at the End as Did Jacob—Jacob and Esau
represent two classes; Jacob the righteous, and Esau the wicked. Jacob’s distress
when he learned that Esau was marching against him with four hundred men,
represents the trouble of the righteous as the decree goes forth to put them to death,
just before the coming of the Lord. As the wicked gather about them they will be filled
with anguish, for like Jacob they can see no escape for their lives. The angel placed
himself before Jacob, and he took hold of the angel and held him, and wrestled with
him all night. So also will the righteous, in their time of trouble and anguish, wrestle in
prayer with God, as Jacob wrestled with the angel. Jacob in his distress prayed all night
for deliverance from the hand of Esau. The righteous in their mental anguish will cry to
God day and night for deliverance from the hand of the wicked who surround them.
Jacob confessed his unworthiness. “I am not worthy of the least of all thy mercies, and
of all the truth which thou hast showed unto thy servant.” The righteous, in their distress,
will have a deep sense of their unworthiness, and with many tears will acknowledge
their utter unworthiness, and like Jacob will plead the promises of God through Christ,
made to just such dependent, helpless, repenting sinners.
Jacob took firm hold of the angel in his distress, and would not let him go. As he made
supplication with tears, the angel reminded him of his past wrongs, and endeavored to
escape from Jacob, to test him and prove him. So will the righteous, in the day of their
anguish, be tested, proved, and tried, to manifest their strength of faith, their
perseverance and unshaken confidence in the power of God to deliver them
Jacob would not be turned away. He knew that God was merciful, and he appealed to
His mercy. He pointed back to his past sorrow and repentance of his wrongs, and
urged his petition for deliverance from the hand of Esau. Thus his importuning
continued all night. As he reviewed his past wrongs, he was driven almost to despair.
But he knew that he must have help from God or perish. He held fast the angel, and
urged his petition with agonizing, earnest cries, until he prevailed. Thus will it be with
the righteous. As they review the events of their past life, their hopes will almost sink.
But as they realize that it is a case of life or death, they will earnestly cry unto God, and
appeal to Him in regard to their past sorrow and humble repentance of their many sins,
and then will refer to His promise, “Let him take hold of My strength, and make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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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Me, and he shall make peace with Me.” Thus will their earnest petitions be offered
to God day and night.—Spiritual Gifts 3:131-133

Text II: Excerpts from Chapter on Intercessory Prayer
by Jonathan Paulien / Dean, School of Religion, Loma Linda University
Intercessory Prayer Is Good For Us
The previous sections suggest that while intercessory prayer does great things
for other people, it comes at a high cost to the one who prays. Prayer can be difficult
enough to sustain when one has a vending-machine view of God. If intercessory
prayer brings us negative attention from Satan we may feel that it not worth the cost to
us. But there is a third dimension to intercessory prayer that counterbalances the
spiritual danger that comes in the context of prayer for others. Intercessory prayer is
not only beneficial for others, it is very beneficial also to those who pray. There are a
number of reasons for this.
For one thing, when we pray for others, it changes our attitude toward them. It is
certainly difficult to maintain hard feelings toward someone you are praying for every
day. When we seek God for good in behalf of those who have rejected Him, the Spirit
of God draws near and brings us a taste of the infinite love of God for such souls.
When we seek God in behalf of those who dislike us, we receive a taste of His love for
those who dislike Him. As we come in touch with God’s attitude toward the lost, our
own attitude begins to change. Prayer for others changes us as well.
There are other benefits to those who pray. When we pray for others, we
ourselves receive in kind. When we pray that someone else should come to Christ and
be forgiven, we become more able to sense our own forgiveness before God. As we
learn to pray for people who have hurt us, we ourselves can experience forgiveness for
the times we have hurt others. When we pray for others, our own relationship with God
grows. The two things seem to work together: if we pray for others, we ourselves are
blessed.
Another benefit of intercessory prayer is that when we pray for others we
become more and more like Jesus who prayed for His enemies as well as for us. And
by praying for us, Jesus has set an example that we should pray for one another. As
we pray for one another, we develop a deeper relationship with the Lord, we gain a
deeper appreciation of His concerns for others and their sit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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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aps most important, intercessory prayer can give us a tremendous sense of
fulfillment as we realize that something we are doing is making a difference in the world.
One of the deepest of human needs in every generation is the need for fulfillment in life,
for some way to make a difference. Intercessory prayer is one of the most powerful
ways to make a difference. Let me share an example with you.
A few years ago I decided, while traveling in another part of the country, to make
a phone call to the pastor who baptized me when I was 12 years old. As a kid I had
always been in awe of ministry. He was always earnest and serious, but there was a
quiet friendliness toward children that always attracted me to him. By the time of this
incident He was retired, in his lower 80's, and living near the place were I was staying.
I placed the phone call, not knowing what to expect. When I connected with him I asked
him what he was doing with his life. I was totally unprepared for his answer.
“Nothing! I do nothing!” he said, “I do nothing, I am nothing, I am like garbage!
Every day I just sit around and do nothing, just waiting for tomorrow to come.
Sometimes I go out into the garden for a half an hour or so, but otherwise I just sit and
do nothing. I wait for the Lord to take me home and give me rest.”
I was stunned. I didn’t know what to say. I sent up a quick prayer asking for guidance,
and then caught an idea. I asked him if he still prayed.
“Yes, of course,” he said.
I asked him if he knew that intercessory prayer makes a difference.
“Yes, I suppose so,” he said.
I asked him to pray for me and my ministry wherever I go. I shared how much
the prayers of others had made a difference in my ministry. I told him that while his
body wasn’t capable of doing much for the Lord any more, he could still make a major
difference. He could pray for the General Conference, the Lord knows they could use
all the help they can get. He could pray for his conference president. I told him that the
administrators of the church were very busy people. They loved the Lord and knew the
need to pray for the work in their areas, but they were extremely busy. They didn’t
have time to pray as much as they would like. But he had time to take the time to pray
for His cause in that area.
I shared with him some of the things you have read in this chapter, of how
intercessory prayer made a difference at various points in my experience. An amazing
thing happened. As the phone call went on, I began to detect a smile creeping into his
voice. Then he became more and more excited, and a sense of hope began to arise in
force. He began to believe that the Lord was giving him time so that he could pray.
“It is easy when you get old to feel as if your best days are behind you,” I said,
“but if God has kept you alive this far, maybe it is because your greatest days are st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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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ead of you! Maybe your conference has been dying for lack of the prayers that only
you can pray. Maybe you are the key to the work of God in this area and you don’t
know it!”
By the time that phone call was over, he was on fire to live. He was no longer
waiting for the Lord to take him home. The Lord was already with him in his home. His
life now had a mission and a purpose. What a difference the concept of intercessory
prayer can make! Perhaps you are also “over the hill.” I know that I am not so far away
myself. Like my former pastor, I also wonder sometimes what difference I am making
in this life. I also wonder if my best days are behind me. I too forget that there’s a way
to make a massive difference in this life. It isn’t the weapons that we carry that make
the difference in spiritual warfare, it’s the command and control that wins the battle.
Barriers to Prayer Life
If intercessory prayer is the key to spiritual victory, why do we do so little of it? Is
it prayer is a waste of time, that it doesn’t really make a difference? Or is the problem
that we are essentially self-sufficient? Do we feel that in spite of the claims of the Bible,
God is not really plugged into what is happening in this world, and so nothing is going
to get done unless we do it? Ask the Iraqis how well self-reliance works.
Do we neglect intercessory prayer primarily because we are forgetful? We
intend to pray but we just forget? Do we get distracted like small children whenever we
vow that we are going to spend more time in prayer? Or is it the tyranny of the urgent?
“Yes, I will pray as soon as there is a little bit of time. I’m a little busy right now, but
next week I’ll start. I know I should pray, but I have this deadline tomorrow and it will
just have to wait.” How can we change those ingrained habits of letting intercessory
prayer be the last and the least?
It seems to me that intercessory prayer is the place, above all others, where we
become exposed to our own secularity. What is the point of praying for others if we
don’t believe it will make any difference? What is the point of praying for others if we
are not sure whether or not God is real? Any desire we may have to reach out to the
secular people in our world will ultimately fail unless our compassion finds expression in
prayer for them. I myself have stumbled in this area many times, but over the years I
have learned a few strategies that have helped.
Getting Our Prayer Ac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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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rst thing that will make a difference in the area of intercessory prayer is to
set a regular time for prayer. This may seem rather elementary, but it is crucial. Set a
specific time for intercessory prayer, if possible the very same time each day. One of
the best spiritual disciplines is something over and over every day, it eventually
becomes a habit. When things become a habit, they become much easier to do.
A second suggestion is to make a prayer list, but to avoid some of the pitfalls in
list-making. Most people make the mistake of putting together a long list of the names
they would like to pray for. Long lists are easy to do. People love to have others pray
for them, and it is not comfortable to decline such a request. But the plain reality is that
long lists are exhausting for most people, and the end result is often that the list exists
but gets very little attention. After a while praying over a long list becomes too much
work for most people.
I would suggest, therefore, keeping the list short, at least to start with. Three
names is probably enough, especially if you have never succeeded at intercessory
prayer for long. At the top of the list, I would suggest putting the most difficult person
you know. I’m talking about the person that bugs you more than anybody else. The
one that makes your stomach churn whenever they are around. The one who doesn’t
take your feelings and needs into account. The person who blasts through your life like
a steamroller crushing everything in its path. Hopefully I’m not talking about your boss
or your spouse here.
There is nothing arrogant about recognizing the negative impact that some
people have in your life. Some of it is related to clashing personalities. Much of it may
be beyond the awareness of the other person. No doubt you are on the top of
somebody else’s list so, it’s smart to be humble about this. But God wants us to have
the experience of praying for difficult people, just as Jesus did for His disciples in John
17. An amazing thing happens when you pray for someone who is difficult. It changes
your feelings about that person over time. As you view that person
Along with the name at the top of your list, put down a couple of more promising
types. Seeing some results right away is extremely encouraging. When things change
in the lives of the people you are praying for, you may want to replace one or more
people on your list with someone else who is in greater immediate need. Some may
prefer to have a second list, a longer one, that gets attention from time to time, but the
primary list should be relatively short and manageable.
The most important aid to a consistent prayer life, finally, is accountability. Very
few people accomplish anything in life without accountability. If you want to succeed at
an exercise program, for example, there’s nothing better than having a friend meet you
at a particular time and place and jog or work out with you. The key to the battl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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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en how you answer your alarm in the morning. The bed is so inviting and the
exercise seems so difficult. But then you remember that your friend will be waiting for
you in ten minutes. That gets you up when nothing else will. And it doesn’t even
matter that the friend would probably not have made it either if you hadn’t promised to
be there! Accountability can replace weak spots in our will power with just enough
steel to get the job done. And the result is benefit to both parties!
How does accountability work in relation to intercessory prayer? There are
several possibilities, I will mention three here. One type of accountability is to meet
regularly with a group for prayer. A set time and a set place for prayer with people you
care about. The downside of a group is in the area of gossip and confidentiality.
Groups can sometimes lose their focus on the main task. But the upside of a group is
the variety of styles and interests resident in a gathering of people with a common
concern. This can keep the prayer focus from getting into a rut or seeming stale.
Another type of accountability occurs when you team up one-on-one with a
prayer partner. Meeting together regularly provides accountability to the task. There is
a special bonding that takes place between two people in a common relationship with
the Lord. Since there are only two of you there is less chance that the prayer time will
digress into gossip or side issues. You can come to know each other well enough to
take the accountability to a deeper level than is possible in most groups.
But a regular meeting with one or more friends doesn’t work out for everyone. In
some cases the best kind of accountability is to have an understanding with a hardnosed friend. I have a few hard-nosed friends and I thank God for them. What do I
mean by hard-nosed friend? The kind of friend who cares enough about you to
confront you when you need it. Suppose you tell a friend that you plan to spend fifteen
minutes every day in intercessory prayer, from seven in the morning until seven-fifteen.
You ask that person to hold you accountable to that. A hard-nosed friend is someone
who calls at 7:17 in the morning to check whether you did or not! That kind of friend
can make a big difference in your prayer life. All three forms of accountability can help
us maintain the kind of consistency we long to have.
Prayer Can Move Mountains
In the book The Master’s Plan of Prayer (p. 186), the story is told about the
aftermath of the Rodney King beating and the subsequent trial of the police officers
involved. Rioting broke out in Los Angeles during April of 1992. New York City
anticipated similar troubles. TV news crews were prepared to cover the story. But
instead of riots, news teams found people all 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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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seems that a month before the riots began in Los Angeles, a number of New
York City pastors felt a strong urge to begin a prayer offensive in behalf of the city.
Churches began opening nightly and as many as a thousand persons attended,
praying for the city’s needs. People prayed for the poor, prayed for racial harmony,
prayed for God’s protection in behalf of New York. The day after the L.A. riots broke
out, a weekend of eight Community Concerts of Prayer involved three hundred metro
churches. And instead of rioting, calm prevailed.
There may have been an even greater and more long term result than those
originally involved were aware. An amazing drop in crime statistics over the last
decade has made New York City one of the safest places in the country. I experienced
the new atmosphere in the city myself this summer, returning after eighteen years. I
saw women in large numbers walking alone at night, something that occurred rarely
when I lived there in the sixties and the seventies. The change was remarkable.
Many have attributed the changes in New York City to the mayor and a new
philosophy of crime fighting. But recent events demonstrate that New York City police
make mistakes, just like the police in Los Angeles do. Others have cited demographic
trends as the reason for the changes. But these same trends have not had such a
stunning effect in Chicago or L.A. that they have had in New York. Both factors have
no doubt have played their part. But isn’t it equally possible that a city-wide
commitment to prayer can have as great an impact in driving back the forces of evil as
police and demographics? Perhaps the city that prays together stays together! Why
should God’s command and control be any less effective that Colin Powell’s?
More and more I have come to believe that my life and ministry would be a total
waste if
no one prayed for me. God has given me many talents, yet I have less and less
confidence in my abilities as the years go by. I see more and more that prayer is the
key that opens spiritual doors and moves spiritual mountains. Since that is true, I am
one of the luckiest men on earth because I have a wife who prays for me when I need it
most. Along with her there are many other people on all six continents who have made
a decision on their part to pray for me and my ministry and I can only begin to imagine
the kind of difference that makes.
You may want to consider the possibility that God is calling you to be a key
player on His command and control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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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 国際祈祷大会
総テーマ :

シオンよ 主の道を備えよ！(イザヤ40:3)

▪期 間 : 2017. 9. 13(水) ~ 17(日)
▪場 所 : ヘルモン山クリスチャンカンフアレンスセター(米国)
▪主 崔 : 米国共に祈る会
▪後 援 : 日本教団(JUC / 韓国教団(KUC) / 米国韓国人教会協会

IAPC2017

39 / 140

御招待の言葉
歓迎の挨拶 韓 キュウ ヒュン(米国共に祈る会会長)

祈りの連合メンバーの皆さん！
きょう、私達は特別な目的のためにここに集まりました。
約束された主の再臨を切望し聖霊の働きを信じる聖徒たちが、韓国・日本など海外から、そ
してアメリカ各地から
ここに集まりました。最後の時代、善と悪との論争が激しくなっている今日私達に託され
た使命は何かを心に留め、
共に祈り、互いの信仰を高め合うためここに集まりました。
心の底より真心をこめて、皆さまへの歓迎の気持ち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そして皆さま
がここに集うことができたことを神に感謝いたします。2007 年に始まった祈りの連合運
動は
伝道の使命を感じながらも、 人間の行う伝道に限界を感じていた人たちから始まりました。
少人数でのお祈りからスタートしたのです。この運動はアメリカから始まりましたが、ほ
どなくして、各国に広がっていきました。教会における

祈りに対する新しい認識と 祈りに対する情熱が切望されている今日、アメリカ、韓国、日
本を含む世界中の
祈りの連合メンバーたちはこの運動が世界各地へと
広がりを見せたことにより運動をスタートさせた時から
神が共にいてくださり神の力が働いていたことを
確信したのです。その確信の通り 2012 年 10 月に韓国で初の集会が開かれ、続けて 2013
年 11 月には日本で 2 回目の集会が開かれたのです。日本のさいたま市で日本祈りの連合
の集会が開かれました。日本で祈りの連合が結成されたことにより
この運動が、決して一つの民族、特定の地域に限定されたもの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確信
しました。何よ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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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祈りの連合メンバーとアメリカ祈りの連合メンバーと
日本の教団が参加した、、、、日本の聖徒(牧会者と信者)が一つの心をもって参加し
た、、、、たいへん意味のある集会でした。日本で祈りの連合を結成するにあたっては、
いろいろな支援を行いました。しかしその後は、日本のメンバーだけで、
祈りの会や様々な信仰活動を継続的に行ってきました。
これはたいへん喜こばしいことです。祈りの連合結成 10 周年を記念して本日、ここアメ
リカで開催する国際再臨祈りの連合聖会 (apc2017)はこの運動の広がりに、聖霊が大きな
力を与えてくれていたことを再確認させてくれることでしょう。祈りの連合は、敬虔さが
復興するという約束を信じて
結成されたもので、これは純粋なる霊的目覚めです。
教会の変化のために聖霊の力は不可欠であると確信している教団指導者たちが、そして、
韓国、日本、アメリカ各地に
散らばっている信徒と牧会者たちが心を一つにして準備した今回の聖会によってアメリカ
で聖霊の働きが
炎が広がるように広がっていくことを切に望みます。
この集会を通じて神様の栄光を表すことを切に望みます。
再臨運動を指導する人達にとり 1844 年の失望は
たいへん辛いものでした。これは聖書の解釈を誤ったために
起ったことです。しかし、聖所清潔の意味が誤解された
このことは、人類の救いの巨大な幕をあける
予言を成し遂げた事件でした。(ダニエル 8:14 黙示録 10:10)
これは再びされるべき予言で(黙 10:11)、まだ実現していません。この事件は、霊的堕落
が著しい世界に
やがて真の信者集団が出現することを予告するものであり
時代の希望と聖書から真理のメッセージを受け取った人達の使命が何であるかを指し示す
ものでした。
祈りの連合運動はこの使命を感じた人達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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広がっていくでしょう。イエスさまの再臨を待ち望みながら祈る人々は 2000 年前の弟子
たちや初期の再臨運動に参加した人達のように在るべきです。

子羊がどこに導こうとも子羊についていくという心は
人を世俗的価値ではなく霊魂の大切さを求めるようにさせるでしょう。天の至聖所の奉仕
が終わろうとするこの時代に
自身をもう一度ととのえ(レビ 16:29)、兼ね備え、神様の顔(歴代下 7:14)を切実に求める
ようにさせるでしょう。
弟子たちがしたように、純粋な心で約束された聖霊を求めるようにさせるでしょうそして
最後には、この宇宙の歴史においてたいへん大きな栄光、使徒の時代以来見たことのない
根本的な敬虔な復興(大論争 464)、主の再臨を期待する、聖霊の歴史の大きな 1 ページに
なるでしょう。
このようなことを考えると、祈りの運動が始まって 10 年となったきょうの日に開かれる
国際再臨のお祈り連合聖会が
決して平凡な集会ではないということがわかります。
この聖会が大きな叫びがある前の我々の状態を
切実に感じることのできる集会になることを望みます。
そして、いろいろ準備された指導者たちの言葉と、証をする人達の信仰を通して、参加し
ている全聖徒たちが
聖霊のもつ大きな力を体験することを望みます。
堕落し弱体化したイスラエルと神様が、ミズパ大会で約束の関係を修復した、あの祝福を
今回の聖会でも経験でき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私たちは鮮やかな信仰体験と
霊的交わりを共有し、2000 年前に屋根裏部屋に集まった
120 人の弟子と信者のように、 この時代に約束されている
後の雨の聖霊を求めるでしょう。私たちは近い将来、
絶えず祈る精神で、大きな叫びの瞬間を準備された人として
一緒に立ち上がることを切に望み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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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年 米国共に祈る会 10 週年記念国際祈祷大会

お祝い言葉
ベリ ブーレク (米国上院主任牧師)
私は(62 代アメリカ上院議員の牧師として)祈りの連合の 10 回大会を待っておりました。
本日、参加していらっしゃる皆様に祝賀の言葉を述べられることをたいへん嬉しく思いま
す。最後の時代になぜ祈るのか?について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英国の有名な詩人、
アルフレッドロードテネスンは、『世界が夢見て実現してきたことより多くのことが祈り
によって起きている』と語りました。
この最後の時代では、神様にお祈りしたいと思う動機をもっと多く持つことが必要です。
第 2 ティモテ 3 章に、皆様がよくご存知の、終わりの時代の人々の様子について書いてあ
ります。人は自分だけを愛し、自慢し、傲慢になり、親に逆らい、邪悪で無慈悲になる、、
こんなことが最後の時代に起こるでしょう。なぜ私たちはこの最後の時代にもっとお祈り
するべきなのでしょうか?皆様に祈ることに挑戦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このひどい時代、
邪悪な世代の爪の出現が明らかな時代、皆さまにお祈りの力を発揮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お祈りは神様の命令です。お祈りの力を発揮してくださいお祈りは神の祝福をもたらしま
す。お祈りの力を発揮してください。お祈りは私たちの主がゲッセマネの園で示した模範
に、私たちが従うようになることです。祈りの力を発揮してください。それは国に癒しと
回復をもたらします。
有名な賛美歌の歌手、マハディアジャクソンの歌は祈りについてわかりやすく教えてくれ
ています。
『私は主から離れていた時、弱くて寂しかった。
私は暗闇の中にいる時、進むべき道を知らなかった。
しかし絶望の中で光が輝いて私を導いてくれる。
神様が全ての罪を贖ってくれたので今は心配していない。
私は行く道を見つけるために祈ることを学んだ。

IAPC2017

43 / 140

私の上には毎日太陽が輝いていて、今は答えが見つかるようになった。私は祈ることを学
んだ。』この最後の時代、皆さまに祈りの力を行使することに挑戦してほしいと思います。
なぜなら、世界が望んで夢見てきたことよりも

もっと多くのことが祈りによって起こったからです。

2017 年 米国共に祈る会 10 週年記念国際祈祷大会参加するにあだて
ホン ミュン カアン(元韓国教団総理) / 国際祈祷大会韓国準備委員長

私たちがネヘミヤの心情でお祈りすれば

ネヘミヤ記の最初は、彼の兄弟 Hanani の話から始まります。
『わたしは、兄弟のひとりハナニが数人の者と共にユダから来たので、捕囚を免れて生き
残ったユダヤ人のこと、およびエルサレムのことを尋ねた。彼らはわたしに言った、かの
州で捕囚を免れて生きのこった者は大いなる悩みと、はずかしめのうちにあり、エルサレ
ムの城壁はくずされ、その門は火で焼かれたままであります、と。』（ネヘミア記 1:2～
3）
それは衝撃的なニュースでした。なぜでしょうか？
エルサレムとはどんな街なのでしょうか？
そこは礼拝の中心でありイスラエルの信仰の拠点です。
しかしすべてが破壊され、彼の民は大いに苦しみ絶望しました。ハナニの話を聞いたネヘ
ミヤの反応はどうでしたか?
4 節に『これを聞いて私は座り込んで泣き、幾日も嘆き、食を断ち、天の神に祈りを捧げ
たと』と書いてあります。
ネヘミヤは泣き、心が張り裂けそうになりながら叫びました。しかし、彼が泣いた後に祈
ったことはとても重要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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なぜなら彼は祈りは歴史を変えることができると確信したからです。第 1 に、ネヘミヤは
どなたにお祈りすれば良いかを知ってお祈りしました。『私はこう祈った。おお、天にい
ます神、主よ。偉大にして畏るべき神よ、主を愛し、主の戒めを守るものに対しては、契
約を守り、慈しみを注いでくださる神よ』(5 節)彼のお祈りは、生きる神様、人格的なそ
の"偉大なる神様"に捧げるお祈りでした。第 2 に、まず自分の罪を告白しました。私は今、
あなたの僕であるイスラエルの子孫のために、昼も夜もみ前に祈り、我々イスラエルの子
供があなたに対して犯した罪を懺悔いたします。(ネヘミヤ 1:6)

国が犯した罪に対し、その責任はまず自分にあると悔い改め祈りました。第 3 に、ネヘミ
ヤは神との約束に基づいて祈りました。『どうぞあなたの僕、モーセに命じられた言葉を
思いおこしてください。もしあなたが罪を犯すならば、私はあなた方を、もろもろの民の
間に散らす。しかしあなた方が私に立ち返り、私の戒めを守って、これを行うならば、た
とえあなた方のうちの散らされたものが、天の果てにいても、私はそこから彼らを集め、
私の名を住まわせるために選んだところに連れてくる』(ネヘミヤ 1:8～9)言い換えるとこ
のようなことです。神よあなたの約束を覚えておいてください。

私たちはその約束に頼って悔い改めますので、私たちに新しい歴史を始めさせてください。
彼は神の約束に基づいてそう祈りました。第 4 に、彼は祈ったことについて責任を持ちま
した。『主よ、あなたのしもべの祈りとあなたのしもべたちの祈りに、どうか耳を傾けて
ください。私たちは心からあなたのみ名を畏れ、敬っています。どうかきょう、私の願い
を叶え、この人(王:アルタクセルクセス)の憐れみ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してくださ
い。』

その祈りは口先だけでなく、どんな対価を支払ってでも故郷エルサレムに行くことを決意
するものでした。

エルサレムに行き、民族の再建に参加するつもりで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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彼のお祈りは、自分自身のお祈りに責任を持ち、献身することを決心した祈りでした。最
近私たちの周りのニュースはよくないことばかりです。家庭礼拝は崩壊していると言われ
ています。教会礼拝は崩壊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若者たちの信仰は崩壊していると言われています。
最後の時代のこんにち、3 天使の言葉、永遠の福音を述べ伝えるべき再臨聖徒の伝道に対
する熱意が弱まってきている、
と聞いています。ではどうす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
何から始め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
まず必要なのは団結して祈ることです。
強い思いを持って連帯して神の前で祈ることが
我々の崩壊している信仰の城壁を再建するための出発点です。神様は祈る人に 方法を示し、
行くべき道、生きる道を
示してくださるでしょう『 私の名をもってとなえられる私の民が、もしへりくだり、祈っ
て、私の顔を求め、その悪い道を離れるならば、私は天から聞いて、その罪を許し、その
地を癒す 』(歴代下 7:14)
私たちがまず最初にやらなければまらない事は、
危機的に世俗化した国で苦しんでいる教会、家族、自分自身、そして伝道のために熱心に
祈り悔い改めることです。
今、私たちは多くの祈りをする必要があります。
私たちが生きているこの時代は、求める人は聖霊を受けられる、そういう時代です。神の
祝福を求めなさい。

もっと熱心に献身をする時です神様は私たちがもっとお祈りす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このようにお祈りが切実に必要とされている今日、2017 年、ここ米国カルフォルニア州
ハーモン山で、祈りの連合発足 10 周年を開催することができるのは大きな祝福です。そ
してまた、神が導いてくださった特別な祈りの会であることを強調したいと思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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祈りの連合は、多くの課題を克服するために
祈ってきました。そして韓国と日本で豊かな霊的祝福を経験してきました。しかし再臨の
日が近づいてくると共に
私たちの知恵と力のみでは解決できない、多くの課題も積み重ねられ続けているのです。
国境を越えてハーモン山に集まった祈りの会のメンバーが

崩壊した社会と教会の壁を再建するという使命を持つ人として ネヘミアの心で、連帯して
熱心にお祈りをすれば

驚くべき素晴らしい歴史が始まるでしょう
再臨聖徒の皆さん、神様との約束があります、希望を捨てる事はできません。神は全能で
偉大です。
神は私たちが求めるすべてのことを聞いてくださり
私たちに差し迫る問題を解決する力を持ったお方です。
改革派のマルティンルターは『神様を神様らしくさせなさい』と叫びました。神様を縮小
化せず、偉大な神様にと。
インドでの最初の宣教師であるウィリアムキャリーは偉大な神を信じ、偉大な神の働きを
求め、神が偉大なことをなさるのを期待して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
エレン G ホワイトは
熱心に祈ることの必要性を強調しました。
最大の成果を上げることができるのは最も熱心に全能の神の手にすがりついている人なの
です。
再臨聖徒のみなさん
こんにち、再臨教会の組織が崩壊しているというニュースが聞こえてきます。壊れた信仰、
壊れた礼拝、壊れた家庭があります。組織は崩壊し、学校も崩壊しました。
私たちはこれらの全てを再建しなければならない使命を持っています。どうすればできる
のでしょうか？
私たちは皆、霊的な現実を見なが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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ネヘミアの心で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断食しながら祈るべきです。そして切実な気持ちで神の前に出て祈るべきです。これが出
発点です。
主は、祈りの道を示し、問題解決の道を示し、
皆さまを導くでしょう。そして最後に
神の力によって、崩壊された城壁が再建される素晴らしい歴史を体験するでしょう。この
素晴らしい祝福を経験する時間と場所は既に決められています。2017 年にハーモン山で
行われる、祈りの連合会に合わせて祈りましょう。
周りの聖徒たちと励ましあい、共に祈りの会に参加しましょう。そしてこの時代に

神が約束された聖霊に満ちあふれた時代を経験をするために

一緒に祈りましょう。連帯して祈り、情熱を注いで祈り 庭、教会、そして伝道の働きに大
きな変化がもたらされることを期待しましょう。2017 年 祈りの連合創立 10 周年記念に
参加する準備をしながら

2017 年 米国共に祈る会 10 周年記念国際祈祷大会に参加するにあたって
成 善済（東京韓国人教会牧師、日本準備委員会委員長）

日本教団の「共に祈る会」を振り返って
日本教団の「共に祈る会」が始まって、５年が過ぎ去ろうとしています。最初、ハンギュ
ヒョン会長により 2012 年に韓国の再臨研修院で開催された韓国・アメリカ・日本の再臨
信徒（アドベンチスト）が合同祈りの会に招かれたことがきっかけでした。日本からは 15
名が参加しました。参加された皆様がみ言葉と祈りと証と交わりを通して深い感動と信仰
が増し加われ再臨を待ち望むひと時となり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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その集会から 2 か月も経たない 12 月にある長老さんから 2013 年、日本で同じ集会を開
催したらどうですかという提案があり、東日本教区長に伺いました。教区長からのお返事
は「TOKYO13」という大都市伝道講演会を行う年なので、国際的集会を開くことは難し
いでしょうという反応でした。

年末に同じ案件で教団理事長島田先生に相談したところ、とてもポジティブな反応があり
年の初めに会議をしてからお返事を頂けることになりました。このような過程を経て、集
会の開催が決まり、場所、日程、講師、証をする者、交通手段、韓国・アメリカ・日本の
招待者、参加者など色々なことが整えられました。その時、集会に参加した一人の姉妹の
証と祈祷院設立に関するアピールを共に 30 万円を献金されたのはまれな祝福でした。こ
れがきっかけになって、日本の再臨研修院設立のための第一歩になるとは誰も知らなかっ
たことでしょう。翌年、2014 年 3 月に天城山荘で開催された集会では 1300 万円の献金が
約束され、それから教団理事長による再臨研修院のための土地の約束はとても励みになる
ことでした。

2013 年 11 月埼玉市国立女性教育会館で開かれた再臨祈祷連合集会に約 300 人が参加され
ました。豊かな恵みを経験しました

国際的祈りの集会を通して実は「日本の祈りの会」の胎動でした。集会の最終日に振り返
りをしながら、役員達が思いを一つにし、祈りの運動について必要を共感し、準備段階を
経て「日本、共に祈る会（祈るネットワーク）」という名称で成善済牧師、小原望東教区
長、安居益也名誉牧師を中心に「共に祈る会」が結成され、活動をはじめ、毎月祈祷会を
行っています。最近、信徒活動の団体として教団に登録され、教団からのサポートを頂き
ながら活動をし続けています。

現在、金秀皓長老が会長、信徒お二人が副会長、安居益也名誉牧師が顧問になっています。

人は心に自分の道を考え計る。しかし、その歩みを導く者は主である（箴言 16：9）。
過去、イスラエル民が荒野を旅する時、彼らが幕屋をはり、また行進をはじめた時、新し
い陳営を決める時、すっかり雲の柱の導きに従いました。羊飼いである主は雲の柱の顕現
を通して彼らを無事に、摂理の中で導かれま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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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の福音化のための「共に祈る会」の活動は宣教の動力になることはもちろん、後の雨
の聖霊のお助けにより、福音が世界の果てまで宣べ伝えられることの主役になれるよう切
に願っております。日本の「共に祈る会」は祈りを通して日本宣教の原動力になり、各協
会のリバイバルになることを期待しています。

それから、毎月行われるこの集いがますます広まり、近いうちに日本にも再臨研修院が建
てられ、祈りのムーブメントがもっと組織的、霊的に進められるようにとお祈りいたしま
す。

10 周年の祈祷会を開催することを心よりお祝いいたします。また、私自身、この運動に早
くから参加できたことに、たいへん感謝しています。
成熟したキリスト教徒の生活は、祈りの生活です。
神様と生きた関係をもつこと
生活の中でみととばが具現化されている経験をもつこと、
宣教的精神性をもったダイナミックな生活をすること、

これらは全て密室での祈りに、神様が力を与えてくださることによってなされるのです。

『祈りは、キリスト教的な品性を身につけるために、また罪との戦いに勝利するために、
神がくださった成功への方法なのです。信じて祈りを捧げるならば、神は必ず答えるくだ
さいます。』

後の雨を求める集いである。使徒言行録を聖霊の言行の録と言われる。キリストの忠実な
弟子達はなおも罪汚れた普通の人間に過ぎなかった。

しかし「家の上の部屋」「聖霊のぐらり」彼らを全く違うの非凡なキリストの精神と聖霊
に満たされたひとに変えられた。罪を告白し悔い改めキリストに完全な屈服にキリストが
かれらの生涯の中心になった。使徒言行録の始めから祈祷会と祈りの精神が溢れるのであ
る。今度の集会がこのような集会になればと願っている

お交わりを分かち合うことと宣教精神の確認である。連合と愛そして互いに信頼と献身は偉
大なる歴史を作る。初代教会の歴史は利己心から完全に解放された。有無相通の共同体で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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まれたかわれた。今回の集いが祈祷人として互いに信仰を確認し祈りと宣教精神に満たされ
る事をお祈りする。

この集いの為、長い間努力と犠牲的献身は忠分に報償されと確信する。我々は再臨を目前
に生きる歴史の主人公であることを覚えなければならない。ですから御霊に満たされた宣
教人に生まれ変わることを期待される。互いにお交わりを分かち合うことによってより幸
せな時間になることをお祈りする。

始めから 10 周年を一度休めなく続くは決してやさしくないと思う。この祈祷運動の韓長
老始め役員皆様に敬意を表した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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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国際祈祷大会（9 月 13～17 日）
時 間

13(水)

14(木)

15(金)

16(土)

6:00 AM

早朝集会

早朝集会

早朝集会

6:50

グループ祈祷

グループ祈祷

グループ祈祷

7:30

朝食

朝食

朝食

8:45

ソングサービ
ス

ソングサービ
ス

9:00

午前講義Ⅰ

午前講義Ⅰ

ソングサービ
ス
安息日学校
特別プログラ
ム

10:00

午前講義Ⅱ

午前講義Ⅱ

聖書教科
(9:50-10:40)
安息日礼拝
(10:40-11:5
0)

昼食

12:00 PM

2:00

午後講義

昼食

昼食

午後講義

特別音楽
プログラム
(1:45-2:15)

登 録
受 付
グループ別
討論および
祈祷会

グループ別
討論および
祈祷会

夕食

夕食

夕食

夕食

ソングサービ
ス
開会礼拝

ソングサービ
ス
証
(7:15-7:45)

ソングサービ
ス
証
(7:15-7:45)

ソングサービ
ス
お話
(7:15-7:45)

お話

お話

深夜祈祷会

3:00

5:15
7:00
7:15
8:45

IAPC2017

証
(2:15-3:15)

祈祷会
(8:4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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証(宣教)
(3:15-5:15)

17(日)
国際祈祷運動
献身礼拝
(6:00-6:45)
国際祈祷大会
(6:45-7:30)
朝食

PUC/
ホワイト
婦人の
生家(Elmshav
en)

8:45

(7:50-8:40)

9:15

個人祈祷・就寝

(7:50-8:40)

(8:10-10:10)

2017 年 9 月 13 日(水)
7:00PM 開会礼拝
ワーシップリーダー：キム・キルヒョン牧師
司会：準備委員会(米)総務 ジョン・ドンチュン長老
委員会及び沿革紹介：司会者
賛美歌：主題歌
祈祷：アールウィン・ヨハン牧師
国際祈祷運動の紹介：ハン・ギュヒョン長老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特別賛美：スコット・マクファーソン
説教：セボロド・アンドリューサックス「試練のとき、あなたを守る者」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祈祷：説教者

8:45PM 国際祈祷大会
司会：イ・ハクボン牧師

2017 年 9 月 14 日(木)
6:00AM 早朝集会
ワーシップリーダー：アン・サンギ牧師
祈り：イ・チョンウ長老
お話：キム・ジョンゴン牧師「永遠の慰め」(テサロニケ人への第二の手紙 2:16)
通訳：キム・スホ牧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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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午前講義Ⅰ
説教：デイビス牧師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10:00 午前講義Ⅱ
トラック 1：「神様からの教えを忘れること以外、恐れるべきものはありません」キム・サ
ンド牧師
トラック 2：「ＳＤＡ信仰の TippingPoint」(使徒行伝 1:8、2:17)アン・サンギ
通訳：ソン・ソンジェ牧師
トラック 3：「真実は舞い落ちる落ち葉のようであるべき」セボロド牧師
通訳：キム・キボン牧師

11:00 午前講義Ⅱ
トラック 1：「ヨブの悔い改め」キム・ミョンホ牧師
トラック 2：「お祈り、そして人間関係の力」(ルツ記 1:16、使徒行伝 9:11)
トラック 3：「現代の心霊術」ノ・シウ
通訳：ショリ・ジ

2:00 午後講義
説教：エリック・ウィルソン
「蛇のささやきー現代の心霊術」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7:15 証
証：ペト・アラビート
「私が神様から学んだもの」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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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お話
お話：ホン・ミョンクァン牧師
「冷たい心に火を灯せ」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8:45PM 国際祈祷大会
司会：ソン・ソンジェ牧師

2017 年 9 月 15 日(金)
6:00AM 早朝集会
ワーシップリーダー：アン・サンギ牧師
祈り：オム・ヨンデ長老
お話：キム・ジョンゴン牧師
「永遠の慰め」(テサロニケ人への第二の手紙 2:16)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9:00 午前講義Ⅰ
説教：デイビス牧師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10:00 午前講義Ⅱ
トラック 1：「未来の視点から見た現代真理の意味」イ・ハクボン牧師
トラック 2：「戦いと心の王座」エリック・ウィルソン牧師
通訳：キム・スホ牧師
トラック 3：「真実は舞い落ちる落ち葉のようであるべき」セボロド牧師
通訳：キム・キボン牧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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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午前講義Ⅱ
トラック 1：「祈りの可能性と宣教」ソン・ソンジェ牧師
トラック 2：「明らかされた神秘―生ける神の子たち」エリック・ウィルソン牧師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トラック 3：「迫ってくる戦い」(ダニエル書 10:12-14) サム・ヌネーズ牧師
通訳：キム・キボン牧師

2:00 午後講義
説教：ノ・シウ
「現代の心霊術」ノ・シウ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7:15PM 証
証：キム・ドソン宣教師
「祈ることを忘れた日」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7:45 お話
お話：島田真澄牧師
「跪いて前へ」島田真澄牧師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8:45PM 国際祈祷大会
司会：アン・サンギ牧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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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年 9 月 16 日(土)
6:00AM 早朝集会
ワーシップリーダー：アン・サンギ牧師
祈り：リュ・ボクレイ長老
お話：キム・ジョンゴン牧師
「永遠の慰め」(テサロニケ人への第二の手紙 2:16)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9:00 安息日学校
司会：準備委員会(韓)チョ・ギョンシン長老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ワーシップリーダー: アン・サンギ牧師
黙祷：会衆一同
賛美歌：主題歌
祈祷：ベティ・ハンドリック
挨拶：安息日学校長
特別プログラム：ソン・ギョンサン長老
「安息日は創造の記念日？それとも礼拝日？」
安息日聖書教科
献金：
祈祷：ユ・ジェサン牧師

10:40AM 安息日礼拝
司会：準備委員会(日)ソン・ソンジェ牧師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ワーシップリーダー: キム・ギルヒョ
ン牧師
挨拶および祈祷人聯合紹介：ノ・クィファン牧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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頌栄：700 番
祝祷：説教者
賛美歌：主題歌
聖書朗読：参加者(日本)
祈祷：イ・ボンジュ長老
献金賛美：
献金：
特別賛美：スコット・マクファーソン外
説教：コ・ムンギョン牧師
「災いの時、福音伝道の原動力」
賛美：
祝祷：説教者

2:15PM 証
トラック 1：パクジンスク
トラック 2：キム・ヨンジェ
トラック 3：ペト・アラビート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2:45PM 証
トラック 1：イ・スジョン
トラック 2：ミツエ
トラック 3：ペト・アラビート
通訳：ショリ・ジ

3:15 PM 証(宣教)Ⅰ
トラック 1：「すべての人に福音を」チョ・ギョンシン長老
トラック 2：「証人」サム・ションキョ長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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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訳：キム・スホ牧師
トラック 3：「祈ることを忘れた日」キム・ドソン宣教師
通訳：キム・キボン牧師
4:15 証(宣教)Ⅱ
トラック 1：「終末時代の刈入れ運動」チェ・ジンギュ
トラック 2：「アフリカで見つけた真珠」チョン・ギョンス牧師
通訳：ソン・ソンジェ牧師
トラック 3：「祈りの答え」イ・ムンソク牧師
通訳：キム・サンド牧師

7:15 お話
お話：アン・チョンス牧師
「後の前のための準備」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8:45PM 国際祈祷大会・祈祷会
司会：キム・ギンヒョン牧師

2017 年 9 月 17 日(日)
6:00AM 国際祈祷運動 献身礼拝
ワーシップリーダー：ソン・ソンジェ牧師
司会：準備委員会(韓)総務

イ・ハクボン牧師

通訳：ショリ・ジ、キム・スホ牧師
祈祷：ジョン・ギョンス牧師
説教：ノ・クィファン牧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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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AM 国際祈祷大会(9 月祈祷会)
司会：ハン・ギュヒョン長老
通訳：キム・キボン牧師、キム・スホ牧師
説教：ベリー・ブラック、ミ・サンウォン牧師
「国際祈祷会へのメッセージ」

閉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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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림기도인 연합 성회
시온이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40:3)

▪기 간 : 2017년 9월 13일 (수) ~ 17일 (일)
▪장 소 : 미국 헤르몬산 기독 컨퍼런스 센터
▪주 최 : 기도인연합
▪후 원 : 한국연합회 일본연합회 북미주교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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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글
성령의 늦은비 역사를 소망하여 모이는 사람들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 재림을 고대합니다.
모든 시간상의 예언이 성취된 후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사람들은 막연히 예언된 사건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땅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더욱 크게 들려오는 재림의 징조가 있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줄이기 위해 땅의 바람을 붙잡(계7:1)는 손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만의 사람들이 구원의 희망 없이 사라지는 아픔을
끝낼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한 사람의 회개로 하늘이 기뻐함(눅15:7)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기별로 사람들을 깨우는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먼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바라며 모일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눅 11:13) 함께 간구하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믿음의 사역들의 비전을 서로 나누기 위해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음을 서로 확인할 것입니다.
어둠의 협착한 길일지라도
주어진 빛을 따라 예언된 길로 나아감을
한마음으로 나타낼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지연될지라도,
혹 그리 아니하실찌라도(단3:18),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 3:18) 하며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잠 27:17)
흩어져 있었던 하늘 백성들이 모여 힘을 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의 재림을 재촉하기를 원합니다.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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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보기에
그러나 마음을
종국에 약속된
사심 없이
하늘 백성들의

미련한 도를 따라서
살피며 드리는 연합된 기도가
성령의 선물을 받게 함을 믿기에
총회로 모일 것입니다.

2017년 9월 13일
기/도/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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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한 규 형 / 기도인연합

기도인연합 회원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특별한 목적으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주의 재림을 사모하여 약속된
성령의 역사를 고대하는 성도들이 멀리 한국과 일본에서 해외에서 그리고 미국
각지에서 이곳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간직하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선악의 쟁투가 더욱 치열해 가는 이때 서로 믿음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이 성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모두를 함께 모이도록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2007 년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은 소수가 함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됬습니다.
선교의 사명을 깨닫고 인간적 힘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들로 시작됬습니다.
미주에서 운동이 시작 됬으나 오래지 않아 그 활동이 범 지역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견된 경건의 부흥에 대한
기대와 함께 이 운동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내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열정이 절실히 필요되는 때 미국, 한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도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이 운동의 시작부터 함께 하셨음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이 2012 년 10 월 한국에서 첫 재림기도인연합 성회 (APC2012)
를 개최하게 하였으며 이어 2013 년 11 월
두번째 재림기도인연합 성회
(APC2013)를 일본에서 개최하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본 사이타마 시에서 있었던 일본연합회와 공동 주최로 가진 일본
성회의 결과로 일본 기도인연합이 결성된 것은 이 운동이 결코 한 민족 또는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된 운동이 아님을 확인시켰습니다. 무엇보다 일본 교회 기관과
참여한 한국, 미국의 기도회원들과 일본의 성도들ㅡ목회자와 평신도 모두가 한
마음으로 참여한 뜻깊은 집회였던 것입니다.
일본 기도인연합의 결성이
일본연합회의 전적인 지원으로 이루어진 후 일본의 회원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회를 갖고 여러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경하할 일입니다.
이제 기도인연합 결성 10 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미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재림기도인 연합성회 (APC2017)를 통해서 전개될 일들이 지난 기간 이 운동의
확산에 성령께서 크게 역사 하셨음을 다시 확인시킬 것입니다. 기도인연합은 경건의
부흥에 대한 약속에 따라 연합기도운동을 통해 결성된 순수한 영적 각성
운동체입니다. 이러한 기도인연합 에 함께 하는, 교회의 변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는 교단의 지도자들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 각지에
흩어져 있던 평신도와 목회자들이 한 마음 으로 준비한 이번 성회에서 미주에서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살피며 참여할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재림운동을 주도한 사람들에게 1844 년의 대실망은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성소 정결의 의미가 오해되어 초래되었지만 그 일은 인류구원의
거대한 장을 구분하는 예언을 성취한 사건 (단 8:14, 계 10: 10)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시 예언되어야 할 (계 10: 11) 기별이며 아직 마쳐지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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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입니다. 아울러 그 사건은 오늘 영적 타락이 현저한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는
무리의 출현에 대한 예고이며 시대적 희망과 성소진리의 기별을 받은 사람들의
사명을 예시하는 것입니다.
연합기도운동은 이 사명감을 깨닫는 사람들로 확산될 것입니다. 2 천년전의
제자들과 초기 재림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태가 오늘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재연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적 가치가 아닌 한 영혼의 소중함을
찾을 것입니다. 하늘 지성소 봉사가 끝나가는 이 시대 마음을 살피며 (레 16:29)
겸비하게 하나님의 얼굴(대하 7:14)을 간절히 구하게 할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순전함으로 약속된 성령을 구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종국에
우주 역사상 초유의 영광된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기로에서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대쟁투 464) 큰 성령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할 때 기도운동이 시작된 지 10 년이 된 오늘 우리가 갖는
국제재림 기도인연합성회는 결코 평범한 집회가 될수 없습니다. 이 성회가 큰
외침이 있기전 우리의 상태를 처절히 깨닫게 하는 집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준비된 강사들의 말씀과 간증자들의 믿음의 간증들을 통하여,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참으로 타락하고
피폐해진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회복시킨 미스바 대성회의 축복이 이번
성회를 통해 경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생생한 신앙 경험과 영적 교제를 나누며,
이천년 전 다락방에 모였던 120 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처럼 이 시대에 약속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구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꾸준한 기도의 정신으로 머지않은 장래
그 큰 외침의 순간 준비된 사람들로 우리가 함께 설 것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베리 블렉 / 미상원 원목

저는 미국 상원의 62 대째 원목으로서, 기도인 연합회의 10 번째 컨벤션을
기다려왔고, 지금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이 마지막 시기인 지금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 알프레드 로드 테네슨은 “세상이 꿈꾸며
바래왔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도에 의해서 일어났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기도하고자 하는 더 많은 마음의
동기가 생겨나야 할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 장에서는 마지막 시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일들이 이 마지막 세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기도해야 합니까? 저는 여러분께 기도하기를
도전합니다. 이 끔찍하게 두려운 시기, 악한 세대의 발톱의 모습이 보이는 이 마지막
시기에 여러분께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요. 기도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요. 기도는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동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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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신 모본을 따라갈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십시요.
그것은 나라들에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찬양가수 마할리야 잭슨이 부른 찬미곡 가사는 기도에 대해 잘
말해줍니다. “내가 주를 멀리 떠나 방황할때, 나는 연약하고 외로웠네. 어두운
인생길을 갈때 내 갈길을 몰랐네” 그러나 절망중에 빛이 비쳐 나의 길을 인도했네”
나의 모든 죄는 사했네, 이제 나는 걱정없네. 삶의 답을 찿았네” 나는 갈길을
찿기위해 기도하기를 배웠네. 햇빛이 매일 나를 비취네, 이제 나 답을 찿았네. 나
기도하기를 배웠네”.
저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기에 기도의 능력을 발휘할 것을 도전합니다.
왜냐하며 세상이 꿈꾸며 바래왔던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이 기도에 의해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홍 명 관 / 한국성회준비위원회 위원장

느헤미야서는 제일 먼저 그의 형제 하나니의 전문(傳聞)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한 형제 중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
고 남아 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형편을 물은즉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
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성문들은 소화되었다 하는지라”(느 1:2-3).
충격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어떤 곳입니
까? 예배의 중심지요,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다 파괴되었으며, 그의 백성은 큰 환란과 능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니가 전해 준 비보를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4절). 느헤
미야는 울며 찢어지는 마음을 부둥켜안고 절규했습니다. 그러나 울고 난 다음에 기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기도가 역사를 바꾼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5절). 그의 기도는 분명히 살아계신 하
나님, 인격적인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기도였습니다.
둘째로, 느헤미야는 먼저 자기 죄를 자백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
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 함을 자복하오니”(6절).
그는 민족의 범죄 함에 대하여 먼저 자신이 책임이 있음을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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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 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8,9절).
다시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청컨대 하나님이여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십시
오. 우리가 그 약속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옵소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넷째로, 느헤미야는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하여 책임을 졌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11절). 즉 느헤미야는 말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대
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고향에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민족의 재건에
동참할 작정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기의 기도에 책임지며 헌신하기로 결심하는
기도였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으로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은 온통 무너지고 있는 소식들입니다. 가정
예배가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들의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상에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힘
있게 외쳐야 할 재림성도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선교열이 점점 약화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까? 기도로 시작하면 됩니다. 통곡하는 심정으로 연합하여 하나
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출발점
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방법을 보여 주시고 갈 길, 살 길을 보여 주실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첫째로 해야 할 일은 연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
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대하 7:14).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첫 우선순위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국가와 거센 세속화로 휘청
거리는 교회와 우리의 가족과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명을 위해 간절히,
열렬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일입니다. “지금은 기도를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
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는 시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축
복을 구하라. 지금은 더욱 열성적인 헌신을 할 때이다. 주께서는 우리가 그에게 간구
하기를 기대하신다(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511).”
바로 이처럼 기도가 절실하게도 요구되는 이때에, 재림기도인연합 회원들이 기도인
연합 발족 10주년을 맞이하는 2017년에 미국 켈리포니아주 헐몬산에서 연합기도회
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
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인도하신 특별한 기도회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과 일본에서 기도인 연합 회원들이 우리 앞에 놓인 여러 도전들을 극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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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하여 열렬히 기도함으로 풍성한 영적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
이 가까워올수록 우리 앞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숱한 도전
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국경을 넘어 헐몬산에 모인 기도인연합 회원들이 무너진 사회와 교회
의 성벽을 재건해야 할 역사적 사명을 가진 자들로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연합하여
열렬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
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
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절박한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축소시키지 말고 크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였던 윌리암 캐리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했습니다. 위대한 것을 구하는 자에게 하
나님께서는 위대한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조와 선지자 2권 149쪽에서 하나님의
종 화잇 여사는 “최대의 결과를 이룩할 수 있는 자는 가장 열렬히 전능하신 자의 팔에
매어달리는 자이다”라고 열렬한 기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우리 재림 신앙 공동체가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게 됩니다. 무너진 신앙이 있고, 무너진 예배가 있고, 무너진 가정이 있
습니다. 무너진 기관이 있고, 무너진 학교가 무너진 선교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시 세워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우리의 영적현실을 바라보며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
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통곡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방법을 보여 주시고 문제 해결의 길로 인
도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무너진 성벽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건되는
감격스런 역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일정과 장소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일정을 2017년 헐몬산에서 개최
되는 연합기도회에 맞추고 기도합시다. 우리만이 아니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독려
하여 함께 연합기도회에 참여케 합시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위해 연합하여 기도합시다. 그곳에서 우리가 연합하여 열렬
히 드린 기도들이 우리 가정에, 교회에 그리고 우리의 선교사명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
킬 것을 기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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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도인연합 10주년 기념 성회 참가를 준비하며

선교 사명, 형제 사랑의 기쁨과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기회
성 선 제 / 일본성회준비위원회 위원장

기도인 연합 10주년 기념 기도 성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해 마지않는다. 이 운동에
일찍이 참여하게 됨을 개인적으로 기뻐하며 감사드린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가는 모습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의 살아 있는 관계, 말씀이 육신
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속에 구현되는 체험, 그리고 선교적인 정신의 역동적인 삶은
전부 기도의 밀실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능력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기도는 죄악과의 투쟁과 그리스도인 적 품성을 개발함에 있어서 하늘이 정하신 성
공의 방법이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거룩한 감화는 탄원자의 마음에
그가 탄원 하는 모든 것을 성취 시킬 것이다" (사도행적 564p)
이 시대 기도 운동은 적절한 것이며 절실한 것이다. 오늘 교회가 이토록 무력한 것은
살아 있는, 기도하는 성도 들이 부재한 때문이다. 재림 운동은 기도와 함께 진행되었
고 기도하는 무리 가운데 재림운동을 지도할 선지자의 첫 계시가 주어졌다. 그리고 이
제 늦은비 운동으로 역사의 대미를 장식할 영광스러운 때를 바라보는 재림 성도들은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한다.
"우리 가운데 있어야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
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기대할 필요가 있다"(1 기별 121)
이번 기도성회를 준비하며 다시 이 집회의 의의를 요약해 보고자 한다.
1. 모임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다. 오늘날처럼 정보와 매스컴 시대에는 모이기를 등
한히 할 수 있고 또한 그런 경향이 뚜렷하다 얼마든지 개인적으로 안락하고 경제적인
안방에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모이기를 페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10:25)
초대 교회의 역사는 함께 모이는데서 시작되었다. 나는 이 모임이 재림 교회의 새로운
영적 역사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2. 늦은비 성령을 간구하는 모임이다.「사도행전」을 일컬어「성령행전」이라 일컫
는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120명의 제자들은 여전히 무력하고 인간적인 약점과 허물로
얼룩진 보통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과 성령의 임하심은 그들을 비범하
고 고상한 예수의 정신으로 충만한 증인으로 탈 바꿈 시켰다.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전적 주도권을 행사하도록 그들은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고 그리스도께 굴복하였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다. 수 많은 기적이 이어 졌다 사도행전 첫 장부터 모든 장마
다 기도회와 기도의 정신으로 충만하다. 이번 성회에서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임재
를 경험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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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대와 선교정신의 확인이다. 연합과 사랑은 그리고 상호 신뢰와 헌신은 침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룬다. 초대 교회 성령이 임하신후 그들은 이기심의 덫에서 완전 해방
되었다. 유무상통의 공동체로 거듭났다. 이번 기도인으로 모여 서로의 신앙을 확인하
고 선교 사명을 확인하며 형제 사랑의 깊은 유대감과 사랑의 기쁨과 우정을 돈독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모임을 위한 노력과 희생 헌신은 값지게 보답될 것으로 확신한다. 그리고 마지막 역
사의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경험하며 진정한 선교인으로 거
듭나야 한다. 이번에 모이는 모든 회원들이 사랑과 교제를 나눔으로 보다 행복한 재림
성도들이 될 것이다.
10년을 하루처럼 이 모임이 지속 되고 확산되는 것은 평범한 일이 아니다. 이 기도회
를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한규형 장로님과 더불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이다. 이 집회가 재림을 앞둔 현 시점에서 매우 비상한 의미를 지닌 집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린다.
일본 기도인 연합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며, 일본 기도인 연합이 시작된 시점도 5년
째를 지나고 있다.
시작은 한규형 회장으로 부터 2012년 한국재림연수원에서 개최된 미,한,일 공동 재
림기도인 연합성회에 초청 받은 것이 첫 번째 계기였다. 일본에서15명이 참석하였다.
모두 재림 신앙을 확인하고 말씀과 기도 감동적인 간증 과 교제를 통해 깊은 감동과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돌아 왔다.
집회로 부터 두 달이 지나지 않은 12월 한 장로님으로 부터 2013년 일본에서 동일
한 집회를 개최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우선 교구장(합회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대답
은 토쿄 13으로 명명된 동경 대도시 전도회를 경영하는 해이기 때문에 국제적 성격의
집회를 경영하는 것은 어렵다는 반응이었다. 연말 동일한 안건으로 연합회장 시마다
목사님과 의논하였다. 매우 긍정적인 반응과 연초 임원회에서 회의를 거쳐 연락을 주
기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성회개최가 결정되고 장소, 일정, 강사, 간증자, 교통편 미국
일본 한국 참가자 초청 등 간단하지 않은 많은 사안들이 차질 없이 준비되었다. 그때
성회에 참가했던 한 자매의 간증과 기도원 설립에 대한 공개적인 호소로 본인이 300
만원을 헌금한 것은 매우 특이한 축복이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일본 재림 연수원
건립을 위한 최초의 의미 있는 일보가 될 줄은 누구도 모르는 일이었다. 다음해 2014
년 3월 아마기 산소에서 개최된 집회에서 1300만 엔의 헌금 약속과 함께 기도회에 참
석하신 연합회장의 건립 부지 약속은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2013년 11월 사이타마시 소재 국립여성교육회관에서 열린 재림기도인 연합성회에
300명 가까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린 국제기도 성
회를 통해 이룬 뚜렷한 열매는 일본 기도인 연합의 태동이었다. 집회의 마지막 날 집
회를 평가하며 나눈 임원들의 뜻을 모아 일본 기도운동의 필요를 공감하고 준비단계
를 거처 일본 기도인 연합(일본기도인 네트워크)란 명칭으로 성선제 목사 오바라 목사,
야스이 목사를 중심으로 일본 기도인 연합이 결성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매월 기
도회를 진행하여오다 교단에 평신도 운동 단체로 등록되어 교단의 인증과 지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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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 회장 김수호 목사 고문 야스이 목사 평신도 두 분을 부
회장으로 두고 있다.
이 두 경우 사전에 계획한 일이 아니었다. 비록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일을
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 들이 광야를
할 때 그들이 진을 치고 다시 행진을 시작할 때 그리고 새로운 진영을 결정할 때
으로 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에 의존하였다. 목자 되신 주님은 구름 기둥의 현현을
그들을 안전하고 쉴만한 곳으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루
여행
전적
통해

일본 복음화를 위한 일본 기도인 연합의 활동은 선교의 동력이 될 뿐 아니라 늦은비
성령으로 복음 사업을 마치는 영광스러운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마지 않는다.
일본 기도인 연합(현재[共に祈る会 함께 기도하는 모임] 으로 개칭하여 사용하고 있
다) 기도 운동을 통하여 일본 선교의 원동력이 되며 교회를 깨우는 영적 운동의 도화
선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매월 개최되는 모임이 더욱 확대되고 머지않은 장래에 일
본 재림기도 연수원이 건립되어 기도운동이 더욱 조직적이고 영적으로 확장되기를 기
원한다.

주님의 초청에 오셔서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노 귀 환 / 미국성회준비위원회 위원장

2017년 9월에 있을 재림기도인 연합성회는 기도운동이 시작된 지 10주년이 되는 참
으로 뜻 깊은 성회입니다. 한 평신도 장로의 불타는 기도의 열정으로 시작된 것이 지
금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미국과 한국과 일본 등에서 기도의 횃불이 타오르고 있습
니다. 이제 곧 기도의 불길이 세계적인 기도 운동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욥8:7 “네 시
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6000여년의 기나긴 지구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으려고 하는 엄숙한 순간에 사는 성
도들로써 성령 충만했던 오순절 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었는지 상상해 봅니다. 예
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행2:1-4 홀연히 하늘로
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
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도 여러분! 초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재림의 마지막 기수들로써 우리도 그
토록 열정적으로 기도한다면 분명히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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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케 해주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이 우리에
게 흘러 들어오게 해준다. 그리하여 순결과 거룩함이 우리의 생애에서 하나님께로 다
시 흘러 들어가게 된다.”(정로의 계단 P225) “진실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워진다. 우리의 구속주께서는 사랑과 동정의 마음으로 우리를 굽어보고
계신다.” (정로의 계단 223쪽) “악한 자 사단의 흑암이 기도를 게을리 하는 자를 두루
고 있다 그들이 기도로써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원수가 그들로 죄를 짓도록 이
끈다.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기도하기를 지체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커다란 축
복의 창고를 가지고 계시며 기도는 그 하늘 창고를 여는 믿음의 손안에 쥐어진 열쇠이
다”(정로의 계단 217쪽)
초기문집 269-271쪽 “큰 믿음 속에서 번뇌하며 하나님께 소리 높여 간구하는 이들
을 저는 보았습니다. 창백하고 고민 어린 얼굴에서 내면의 고통이 엿 보였습니다. 결
의와 간절함이 용모에 나타났고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흘렀습니다.
악한 천사들이 주위로 몰려와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도록 눈앞이 캄캄하도록 그래
서 결국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평을 늘어놓도록 그 앞에 어두움을 드리웠습니다. 유일
한 안전책은 꾸준히 똑바로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의 백성
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악한 천사가 독소를 내뿜을 때면 하늘 천사들은 그들 위에 끊임없이 날개를 펼쳐 짙
은 어두움을 흩어 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 열렬히 부르짖을 때 가끔씩 예수
님에게서 한줄기 빛이 내려와 마음에 힘을 주고 얼굴을 빛나게 했습니다. --크게 흔
들림을 당하던 무리에게로 저는 다시 눈을 돌렸습니다. 그들을 지키는 수호천사가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갑옷으로 무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재림 전 우리 모두가 꼭 경험 해야만 하는 흔들림입니다. 오는
2017년 9월에 있게 될 성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절실함을 일깨워 주고 기도함으
로 오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어떻게 우리가 흔들림에서 건짐을 받고 주님 재림 직
전에 초대 교회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준비시키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
는 집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오셔서 큰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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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재림기도인연합성회 참여 권장의 말씀

국제부흥 기도 성회 안내
시마다 마스미 / 일본연합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 부흥 기도성회 안내를 드립니다.
내년 2017년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마운트 헐몬수양관에서 일,한,미 연합 기도집
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그리고 미국 전역으로 부터 오실 여러분들이 함
께 부흥을 위해 기도드릴 것입니다. 총 주제는 “시온이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입니다.
예수께서 곧 오십니다.
지금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족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입니다.
침례요한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했나요. 엘렌 화잇은 「시대
의 소망 」에서 "그는 일생의 사업을 목전에 두고 기도와 명상을 통해 자신을 준비하
기 위해 힘썼다" 명상과 기도가 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지금 우리들
도 말씀을 명상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그리스도를 맞이하도록 준비
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당면할
세상이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명상과 기도의 삶을 내년 9월 캘리포니아 집회에 보내기를 원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많은 분들의 참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 기도부흥 성회를 기억해 주시고 꼭
집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의 재림을 목전에 둔 우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특별한 축복을 경험할 것이라 믿습
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리라 기대 합니다. 2013년 일본 사이타마에서 개최된 성
회를 통해 일본 선교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더욱 기도함으로써 일본과 한국 미
국 그리고 세계가 영적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 되기를 바랍
니다.
재림 성도들이여 기도하며 주의 길을 준비 합시다.
국제 기도 성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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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재림기도인 연합성회 순서 (9 월 13-17 일)
시간/
요일
6:00
AM
6:50

13 (수)

14 (목)

15(금)

16(토)

17(일)

새벽 말씀

새벽 말씀

새벽 말씀

구룹 기도

구룹 기도

구룹 기도

연합기도운
동
헌신
(6:00-6:45)

7:30

아침 식사

아침 식사

아침 식사

8:45

찬양 및 특창

찬양 및 특창

찬양 및 특창

9:00

오전 말씀

오전 말씀

10:00

안식일학교
특순

교과 (09:5010:40)
오전 세미나

오전 세미나
안식일 예배
(10:4011:50)

12:00
PM

점심 식사

2:00

오후 주제
세미나

점심 식사

점심 식사

오후 주제
세미나

연합
소음악회
(1:45-2:15)

등록

오후 간증
(2:15-3:15)

3:00
구룹별 토론 및
기도회

구룹별 토론 및
기도회

저녁 식사

5:15

저녁 식사

저녁 식사

7:00

찬양 및 특창

찬양 및 특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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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 간증
(3:15-5:15)
저녁 식사

찬양 및 특창

국제
연합기도회
(6:457:30)
아침 식사

PUC/ 화잇
생가 방문
(해외
참여자들을
위한
선택사항)

7:15
개회 예배

간증 (7:157:45)

연합기도운
동

저녁 말씀
(7:50-8:40)

간증

저녁 말씀
(7:15-8:05)

저녁 말씀
8:45

국제 연합기도회
국제 연합기도회

국제
연합기도회/
심야기도회
(8:10 – 10 :10)

국제
연합기도회
(8:459:15)
9:15
개인 기도 및 취침

2017 년 9 월 13 일(수)
7:00 PM 개회식
통역: 김기봉 목사 / 셜리 지 / 김수호 목사
찬양 인도 김길형 목사
사회 : 미주 준비위원회 총무 정동춘 장로
기도인연합 10 년 연혁 / 성회 임원 소개
주제가: (찬미가) 다함께
첫기도: 얼윈 요함 목사
환영 및 연합기도운동 소개: “이 시대 기도의 정신” - 한규형 장로
특별찬양 미국인 참여자 (스캇 멕퍼슨)
말씀 “내가 시련의 시간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 세볼로드 목사
끝기도: 설교자
8:45 PM 국제연합기도회 진행 - 이학봉 목사

2017 년 9 월 14 일(목)
통역: 김기봉 목사 / 셜리 지 / 김수호 목사
6:00 AM 새벽 말씀
찬양 인도 안상기 목사
“영원한 위로 (살후 2:16)” - 김정곤 목사 통역: 셜리 지 / 김수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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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AM 오전 말씀
“기초로 돌아 가기 : 영원한 복음” - 데이비스 목사
10:00 AM 오전 세미나
트랙 I: “과거에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김상도 목사
트랙 II: “재림 신앙의 티핑 포인트 (사도행전 1:8, 2:17)” - 안상기 목사 통역:
성선제 목사
트랙 III: “진실은 가을의 나뭇잎처럼 뿌려 져야한다” - 세볼로드 목사 통역: 김기봉
목사
11:00 AM 오전 세미나
트랙 I: “욥의 회개”- 김명호 목사
트랙 II: “기도 그리고 관계의 능력! (룻 1;16; 행 9:11)” - 김길형 목사 통역:
성선제 목사
트랙 III: “현대판 강신술” –노시우 통역: 셜리 지

2:00 PM 오후 주제 세미나
“독사의 속삭임 - 현세상에서의 강신술”- 에릭 윌슨
7:15 PM 저녁 간증
“내가 하나님에 대해 배운 것”- 펫 아라비토
7:45 PM 저녁 말씀
“식어진 가슴에 열을 가하라”- 홍명관 목사
8:45 PM 국제연합기도회 진행 - 성선제목사

2017 년 9 월 15 일 (금)
통역: 김기봉 목사 / 셜리 지 / 김수호 목사
6:00 AM 새벽 말씀
“영원한 위로 (살후 2:16)” - 김정곤 목사
9:00 AM 오전 말씀
“마지막 사건들과 늦은 비” - 데이비스 목사
10:00 AM 오전 세미나
트랙 I: “미래의 시각으로 본 현대진리의 의미”- 이학봉 목사
트랙 II: “사로잡힘과 심장의 왕좌” - 에릭 윌슨 통역: 김수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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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랙 III: “진실은 가을의 나뭇잎처럼 뿌려 져야한다” - 세볼로드 목사 통역: 김상도
목사
11:00 AM 오전 세미나
트랙 I: “기도의 가능성과 선교”- 성선제 목사
트랙 II: “밝혀진 신비 -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 에릭 윌슨 통역:
김수호 목사
트랙 III: “다가오는 투쟁들(단 10:12-14)” - 샘 누네즈 목사 통역: 김기봉 목사
2:00 PM 오후 주제 세미나
“현대판 강신술”- 노시우
7:15 PM 저녁 간증
“기도하는 것을 잊었던 날”- 김도성 선교사
7:45 PM 저녁 말씀
“무릎 꿇고 앞으로”- 시마다 목사
8:45 PM 국제연합기도회 진행 -안상기 목사

2017 년 9 월 16 일(안)
통역: 김기봉 목사 / 셜리 지 / 김수호 목사
6:00 AM 새벽 말씀
“영원한 위로 (살후 2:16)” - 김정곤 목사
9:00 AM 안식일학교
사회 : 한국준비위원회 조경신 장로
통역: 셜리 지 / 김수호 목사
찬양인도 안상기 목사
묵상 다함께
주제가 (찬미가) 다함께
기도 미국인 참여자 (베티 헤드릭)
교장인사
특별순서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예배일?” - 손경상 장로
과정공부
헌금수합
축도 유재상 목사
10:40 AM 안식일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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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일본 준비위원회 위원장 성선제 목사
통역: 김기봉 목사 / 김수호 목사
찬양 인도 김길형 목사
환영 및 기도인연합 소개 노귀환 목사
송영 700 장 다함께
기원 설교자
주제가 다함께
성경봉독 일본인 참여자 (나까무라 나오꼬)
기도 이봉주 장로
헌금호소 및 축도
호소창 (한미일 참여자)
헌금수합
특별찬양 미국인 참여자 (스캇 멕퍼슨 외)
설교: “재난의 때 복음 전파의 원동력 “ - 고문경 목사
찬미 다함께
축도 설교자
2:15 PM 오후 신앙 간증 (I)
트랙 I: 한국: 신앙 간증 - 박진숙
트랙 II: 미국: 신앙 간증 - 김연재
트랙 III: 미국: 신앙 간증 - 팻 아라비토 통역: 셜리 지
2:45 PM 오후 신앙 간증 (II)
트랙 I: 한국: 신앙 간증 - 이수경
트랙 II: 일본: 신앙 간증 - 미쯔에 목사 김수호 목사
트랙 III: 미국: 신앙 간증 - 팻 아라비토 통역: 셜리 지
3:15 PM 오후 선교 간증 (I)
트랙 I: “모든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자”- 조경신 장로
트랙 II: “증인”- 남선규 장로 통역: 김수호 목사
트랙 III: “기도하는 것을 잊었던 날” - 김도성 선교사 통역: 김기봉 목사
4:15 PM 오후 선교 간증 (II)
트랙 I: “지구성역시대의 추수운동” - 최진규 장로
트랙 II: “아프리카에서 찾은 진주” – 전경수 목사 통역: 성선제 목사
트랙 III: “기도의 응답” – 이문석 목사 통역: 김상도 목사

IAPC2017

78 / 140

7:15 PM 저녁 말씀
“늦은비 성령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 안천수 목사
8:10 PM 국제연합기도회 및 심야기도회 진행 - 김길형목사

일시 : 2017 년 9 월 17 일 (일)
6:00 AM 연합기도운동 헌신 예배
찬양 인도 성선제 목사
사회 : 한국 준비위원회 총무 이학봉 목사
통역: 셜리 지/ 김수호 목사
특창: 미국인 참여자 (스캇 멕퍼슨 외)
기도 전경수 목사
말씀 노귀환 목사
6:45 AM 국제연합기도회 (9 월 연합기도회) 진행 - 한규형 장로
통역: 김기봉 목사 / 김수호 목사
연합성회에 보내는 말씀: 베리 블렉 미상원 원목 (녹화)

연합 성회 봉사자
1. 총(괄) 위원장 : 한규형
2. 미주 준비위원회
위원장 : 노귀환
서 기 : 안상기
총 무 : 정동춘
재무분과 공동위원장 : 오성훈 정동춘 이천우
홍보분과 위원장 : 노귀환
운송분과 위원장 : 정동춘 엄영대
등록분과 위원장 : 안상기 김정한 최석근
안내분과 위원장 : 류복래
장소분과 위원장 : 안상기
출판분과 위원장 : 이기성 전인석
협력분과 위원(성우회) : 김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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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분과 위원(선교단체) : 안천수
협력분과 위원(청년단체) : 유재상
협력분과 위원(대외관계) : 김정한 이천우 류복례
3. 한국 준비위원회
위 원 장 : 홍명관
부위원장 : 김상도
총 무 : 이학봉
재무분과 공동위원장 : 손경상/이봉주
홍보분과 공동위원장 : 조경신/김길형
등록분과 위원장 : 이학봉
출판분과 위원장 : 이학봉
순서분과 위원장 : 손경상
협력분과 위원 (평신도단체) : 조경신
협력분과 위원 (기관) : 홍명관
4. 일본 준비위원회
위 원 장 : 성선제
부위원장 : 김수호
재무분과 위원장 : 김수호
홍보분과 위원장 : 성선제
협력분과 위원(일본 기도인연합) : 김수호
홍보분과 위원(일본 기도인연합) : 야스이
5. 소위원회/ 준비위원회 서기
소위원회 서기 : 안상기 부서기 : 이기성 이학봉 성선제
준비위원회 서기 : 손경상 부서기 : (소위원회 서기/부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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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기도하는 것
베리 블렉 / 미상원 원목

여러분의 기도에 대한 관심을 축하드리며, 기도 생활에 활기를 불어 넣을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순결하고, 효과적이고,
인내하며, 친밀감과 복종함을 가지고 열렬하게, 또한 파트너와 함께 참을성 있게,
두려움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면 기도에 신선한 힘을 불어 넣어
중보기도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전략이 가져올 수 있는 놀라운 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 18:19, 20) :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놀라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히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무엇을 기도해도 다 응답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동의하고 예수님께 온 것을 압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결코 존재하지 않을 왕국의 왕좌 오른쪽과 왼쪽에 앉도록 허용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
하느니라." 마태 복음 18 장 19 절을 아무 조건 없이 문자 적으로 취한다면, 우리는
종종 두 사람이 동의하며 기도했으나 그들의 기도가 문자적인 의미에서는 응답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무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기도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으로 가장 잘 아시는 그 응답을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7 장에서 요셉의 기도가 "예스"라고 응답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해보십시오. 의심 할 여지없이 요셉은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진 후 하나님께
자신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외국인들에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50:20)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해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선하게 되도록 하셨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나를 이
자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예비하심과 지혜와 섭리로 우리의 운명을 안무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파트너와 함께 기도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를 우리의 이기심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반복되는
대명사를 부르며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것 입니다. 기도는 개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입니다. 파트너와 함께 기도하면 사심 없는 길로 가게 되어 우리의
기도에서 자기중심주의를 제거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파트너와 기도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큰 회중과 함께 하셨던
것만큼 두 사람과도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목소리가
천국에 들리도록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전체가 기도할 필요는
않습니다. 가장 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는 그 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마다 동참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20). 사도행전 12 장에서,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던 작은 그룹의 신자들의 기도는 베드로를 감옥과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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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천사를 보낼 만큼 강력했습니다. 기도 그룹이 크든 작든
믿음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힘입니다.
우리는 파트너와 함께 기도해야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자들 사이에 마음, 정신
및 목적의 연합을 가져 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자와 공통점을 찾고, 똑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동일한 관심을 표명하는 것보다 더 연합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행전 2 장 1 절은 “오순절 날에 모든 신자가 한마음으로 함께 모여 있더라”고
묘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오순절 날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는 중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이런 능력과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파트너끼리 서로 축복하고 응원 할 수 있기 때문에 파트너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 복음 10 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 명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한 것입니다. 전도서 4 장 912 절에는 다음의 말들로 협력 관계에서 올 수 있는 축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서로 성공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다른 한 사람이 손을 뻗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넘어
질 때 혼자 있는 사람들은 진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추운 밤에, 같은 담요 아래에
있는 두 사람이 서로에게서 온기를 얻을 수 있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따뜻하게 할 수
있습니까? 혼자 서있는 사람은 공격당하고 패배 당할 수 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맞대고 서서 정복 할 수 있게 됩니다. 3 개로 꼰 노끈이 쉽게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3 개는 더욱 좋습니다.
파트너쉽에서 어떤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이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이러한 축복을 발견했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게 하십시오.

2017 재림기도인연합성회 참여 권장의 글

연합 기도운동에 적극 참여합시다
고 문 경 / 기도인연합

우리들이 성경 신약의 등장하는 여러 인물 중에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인물로 베드
로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의 위인들 가운데 실수나 과오 없이 굳건하게 생애한 사
람으로 요셉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베드로는 여러 차례 엎치락뒤치락 실수한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베드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은 연약한 우
리 자신들을 비추어 생각할 때 베드로와 친밀감을 갖게 됨과 동시에 용기와 힘을 얻
게 됩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많지도 않고 길지도 않은 베드로 전후서 8장에 불과하지만
읽는 자에게 경각심과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위로와 격려
의 서신, 소망의 소신이라고 부릅니다. 필자에게 그의 서신 중 읽을 때마다 깊이자신
을 살피며 생각나게 생각하게 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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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벧전 4:7)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기도하라, 깨어라” 이 두 말씀은 베드로 자신의 생애의 쓴 경험에서 나오는 솔직하
고 진실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세 번이나
부인한 것은 그의 생애의 큰 오점이었습니다. 그것도 무장한 로마군인의 창검의 위협
에 못 이겨 그만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아니고 한 연약한 여종 앞에서 심지어 맹세까
지 하며 예수님은 모른다고 부인한 것 그리고 자신의 치명적인 과오를 느끼고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한 것입니다. 그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기록할 때 “기도하라,
깨어라” 이 두 말씀을 왜 그처럼 강조했을까? 그 해답을 다음의 선지자의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
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 때였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 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
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시대 소
망 713)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그처럼 비참한 실패를 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우리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실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경험
을 생각하면서 초기 교회에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직후에 성도들
이 제일 먼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
에 힘쓰니라. (행 1:14)
이들이 가졌던 첫 행사는 연합기도회였습니다. 그들 앞에는 당장 시급히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각 나라와 지방에서 오순절에 모여든 많은 이들 이들을 도와야 할 일들
숙식문제 거처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일
을 뒤로하고 먼저 다락방에 모여 기도 모임부터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와
개인이 본받을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우리 교회에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각 부
서 조직, 선교활동, 구호 봉사, 교육, 뉴-스타트, 외방 선교 등 수없이 많습니다. 이모
든 것 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일들 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
배와 열심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대신할 만한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초기교회 설립자들 사도들에게서 배우고 본받읍시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와 사명을 바로 알고 교회 지도에 임했습니다.
열 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공궤를 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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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
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
니 (행 6:2-4)
이 얼마나 현명하고 올바른 생각입니까? 이 정신이 당시 안팎으로 몰려오는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견고한 그리스도의 반석위에 세운 귀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고 본받읍시다. 기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기도인 연합운동에 적극적으로 앞
장섭시다. 내년 9월에 있는 재림기도인 연합성회에 우리 모두 참여하여 이 기도운동
이 더욱 멀리 많은 성도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십시다.

생명의 호흡 기도와 예수님 임재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연합기도회
김 명 호 / 전,삼육대학교수

우리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 말을 익숙히 알고 있다. 그러면서도 호흡의 기능
과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않고 있지 않나 생각되는 때가 많다.
호흡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의식하지 않고 하는 생리현상이다. 호흡이 멎으면 생
명이 떠났다는 판정을 한다. 일시적으로 호흡이 멈추는 경우가 있지만 2,3분을 호흡을
멈추고 멀쩡할 사람은 없다.
만일 정말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은 기도를 멈출 수 없다. 기도하
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죽은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호흡은 자기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지만 생명이 있으
면 반드시 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 호흡을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다고 계
시하였다. 호흡을 주신다는 말은 생명을 주신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이시고 그 하나님과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호흡한다. 호흡한다는 것은 생
명의 주님과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
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행17:24,25)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선물이다. 기도는 생명의 성령(롬8:2)께서 주도하신다. 우
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 “모든 신실한 기도는
성령에 의해 작성되며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납 받을 수 있다. 어디서나 영혼이
하나님을 구하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에게 자신
을 계시하실 것이다.”(소망 189)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8장 26, 27절에서 오래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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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
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
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합당하게 작성하셔서 예수
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당되
지도 않고 받아들여지지도 않는다.
계시록은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받아서 제단의 향에 섞어서 하나님께 드
린다고 기록하였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계8:3,4) 이 말
씀에 의하면 성도들의 기도는 제단에서 많은 향을 받아 성도들의 기도를 그 향연과 함
께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알 수 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하여 금 대접의 향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는데 8장
에는 향에 성도들의 기도를 합하여 올린다고 했으니, 성도들의 기도 향은 제단의 향에
섞여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가. 그러면 제단의 향은 누구의 기도일
까?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기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또 성령의 간구이기도 하
다. 기도는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 올라가고 성령과 예수께서 작성하여 올린대로 기도
한 사람들에게 응답된다. 우리가 기도한대로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
각된다. 우리는 기도의 과학과 공식을 바르게 이해해야 할 것이다.
내년이면 기도인 연합이 활동한 세월이 10년이 된다. 그동안 많은 성도들이 이 운동
에 호응하고 동참하는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연합기도를 할 때에 이
시대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을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통로를 볼 때 우리의 간구가 성령과 예수님의 중보에 합해서 하
나님께 상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는지
예수께서 우리 기도를 주님의 기도 안에 포할 시킬 때 어떻게 작성하셨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될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가 기도
한다는 것은 호흡이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
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기도인연합 동도(同途)들께서 매 달 첫 일요일에 스카이프를 통해서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연합해서 진리의 말씀과 함께 심호흡을 하는 것도 은혜로운 일인 것을 다 알
것이다. 한국에서 일본에서 연합해서 국제적으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을 때의 열기
를 기억할 것이다. 내년 2017년 기도인 연합 발족 10주년에 미국에서 연합기도회를
개최할 때에 많이 참석하시고 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그가 있는 현장에서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
께 계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한 생명으로 함께 모여 한
호흡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예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은 확실하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 약속한 하나님이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성소의 경험이 그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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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질 것이다.“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도
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
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며 또한
다른 모든 축복도 함께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
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방편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열망하고 애타하지 않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말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에 관해 설교하지 않는가? 주께서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선물을 주기를 원하는
것보다 당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더 원하고 계신다. 모든 교역자들은
매일 성령의 침례를 위해 하나님께 탄원해야 한다. 그리스도인 동료 교역자들은 저희
가 어떻게 현명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것인가를 알기 위하여 특별한 도우심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모여야 한다.” (사도행적 50)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성도들은 한 생명, 한 사람, 한 인격, 한 생활을 이루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될 때 세 천사의 기별은 힘차게 세상을 환하게 하는 강력한 빛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10주년 기념 기도인 연합기도 성회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참석하는 모든 사람과 참
석하지 못하지만 후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될 것을 믿어 마지않
는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께서 더욱 풍성한 생명으로 부어주시기를 바라면서 글을
마친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1일(금)

기도는 성화의 필수요소일까? 기도하면
성화되는가?
손 경 상 / 별새꽃돌 자연탐사과학관 명예관장

아내는 오래 전부터 교회로 새벽기도를 다니고 있다. 개인적으로 궁금하다. 매일 한
시간 이상 어떤 기도를 드리고 오는 것일까? 기도를 하는 다양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우리의 기쁨과 슬
픔 그리고 일상생활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친구에게처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펴놓는 것이라고 정로의 계단에는 기록하고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과 무한한 사
랑을 받을 수 있다.(생애의 빛, 기도의 특권 92쪽) 기도하는 큰 목적 가운데 하나는 기
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기 위함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
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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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것이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주고자 하심이다. 그
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곧 성화되는 것이다. 성화란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
화하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은 ‘죄(罪)’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의(義)’이다. 죄를 지은
인간의 형상이 ‘악(惡)’이라면 하나님은 선(善)한 형상을 지니신 분이시다. 죄와 의는
완전히 다른 본성이다. 그러므로 성화란 우리의 죄의 본성이 개조되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본성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성화를 거듭남이라고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어떻게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달걀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기로 하겠다. 달걀의 본성은 똑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옆으로 누워
있는 것이다. 달걀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하듯이 인간은 위급한 경우
에 처했을 때, 자연스럽게 먼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기적 결정을 한다.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알지만 실제로 그런 사랑을 베풀지 않는
다. 인간의 뜻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지 않는다. 상당한 노력과 교육을 통해서만 약간의 선행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기적 죄의 본성을 주된 본성으로 지니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달걀의 본성을 변화시켜 똑바로 세울 수 있을까? 옆으로 누워있고자
하는 달걀의 본성 때문을 이를 극복하여 달걀을 세우기 힘들다. 그런데 달걀을 세울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하나 있다. 그것은 콜럼버스가 그랬듯이 달걀을 깨는 것
이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변화하는 방법 또한 우리의
죄의 본성이 깨질 때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다. 우리에게는 스스
로 우리의 죄의 본성을 깰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우
리의 이기적 죄의 본성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인간의 죄의 본성을 깨뜨리는 힘은 우리 외부로부터 와야 한
다. 성경에서는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
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고후
3:18)
성화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말하
는가?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출 33:18)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선한 형상임을 알 수 있다. 형상은 이미지이다. 하
나님의 영광이란 그분의 능력, 지혜, 사랑 등이 합하여진 총체적인 이미지이다.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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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지닌 가장 강한, 그리고 대표적인 이미지는 품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은 선한 품성을 주로 가리킨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은...”(산상보훈, 31쪽)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이다.”(생애의 빛, 8쪽)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이다.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성인 의이며 절대적 사랑이며 영원한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의는 거룩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다. 의는 사랑이며, 사랑은 하나님의 빛과 생
명이다.”(『산상보훈』p.18) ∴ 하나님의 빛(영광)=의=사랑=생명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인 절대적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다.
인간이 지닌 이기적 죄의 본성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조건적으로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받은 대로, 받은 만큼 상대방에게 되돌려준다. 나에게 잘 대
해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만큼 잘 대해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에게 나도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하는 조건적인 본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곱게 된다. 또한 되로 주면말로 받게 된다. 상대방에게 되박 크기의 손해를
주게 되면 말박 크기의 손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빛(영광)을 이웃에게 비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조건적인 인
간의 이기적 본성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잘 설명해 주셨다. 오른 뺨을 맞
으면 다시 말해 오른 뺨을 맞은 손해를 당한 조건에서 상대의 양쪽 뺨을 치고자 하는
조건적인 이기적 본성을 제어하고 왼 뺨을 돌려대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아닌 하나님
의 의의 본성이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
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취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이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
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 5:38-48)
인간은 상대성을 지닌 존재로 조건적이며 모든 사물을 비교, 차별하여 대하는 한계
성을 지녔다. 반면에 하나님은 절대성을 지닌 존재로 조건성을 초월하여 우리를 대하
신다. 다시 말해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조건을 초월한 사랑을 베풀어주시며 우리의
형편에 따라 남과 비교, 차별하지 않으시어 공평한 사랑을 베푸신다. 마치 자식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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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머니의 사랑처럼 우리가 약할수록, 악한 죄에 빠질수록 차갑게 대하시지 않으시
고 오히려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신다.
조건적인 이기적 죄의 본성을 지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 본성으로 변화되어
절대적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는지 그 예를 들어보겠다. 빅토르 위고(Victor Marie
Hugo)의 레미제라블「Les Miserables」에서 장발장은 굶어 죽어가는 조카를 위해
빵 하나 훔친 것으로 19년간 감옥에서 인간 이하의 짐승 같은 대우를 받았다. 조건적
인간의 본성을 지닌 그는 자신이 받은 것 이상으로 사회에 악을 쏟아내기로 결심하고
출소한다. 사회는 감옥에서 나온 그를 냉대하여 잠 잘 곳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물론
먹을 것조차 팔기를 거절한다. 이러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자신과 사회 모두를 불행에
빠뜨릴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진 셈이다. 강한 조건적인 이기적 본성에 따라 악을 토하
려고 하는 욕망을 과연 어떤 힘이 제지할 수 있을까? 이런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
꾼 것은 법의 힘이 아니었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지쳐 쓰러진 그를 따뜻이 받아 준 곳
이 있었다. 신부는 자존감이 철저히 망가진 그를 불쌍히 여겨 따뜻한 목욕물과 최고의
식사를 대접한 후에 깨끗한 잠자리까지 제공한다. 대단히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오랜
세월동안 자신이 받은 깊은 상처로 인해 장발장은 자신도 모르게 은 접시를 훔쳐 달아
난다. 경찰에 잡혀와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에게 신부는 조건적 이기적 본성을 지닌
인간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한 행동을 한다. 베푼 은혜를 악으로 갚은 그런 조건에서 크
게 분개하는 것은 당연한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가 받아 왔던 올바른 도덕관이 아닌가?
철저히 조건적인보응을 추구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 권선징악(勸善懲惡)’의 법도는
착한 일을 한 자에게 상을 내리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루게
함으로 사회의 법질서를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려서부터 받은 도덕교육이
아닌가?
우리는 이런 조건적인 행동규범에 익숙하고 이미 습관화되어 우리 주위에서 어느 누
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였을 경우 즉각적으로 악행의 정도에 따르는 처벌을 떠올리며
우리의 입에서 그의 행위에 따르는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자유의
지를 가진 인간에게 그 행위에 따르는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정작 장발장
을 변화시킨 것은 그가 저지른 악행에 상응하는 조건적인 처벌이 아니었다. 은촛대까
지 가져가라고 했는데 왜 가져가지 않았느냐는 신부의 말 한마디에 담긴 조건적 본성
과는 정반대의 정신이 그의 마음속에 품었던 분노와 이기적 본성을 깨뜨려 완전히 다
른 사람으로 그를 다시 태어나게 하였다. 결국 이기적 본성을 극복하여 성화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곧 하나님의 조건성을 초월한 절대적 사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다.
성화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 그분
의 절대적 사랑을 확인하고 깊이 깨달은 사람의 첫 반응은 ‘감사’이다. 받을 자격이 되
지 않은 자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진 사랑을 은혜라고 한다. 사람은 은혜에 감사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수록 그것과 비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알게 되고 그것은 신뢰 곧 믿음으로 연결된다.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의를 바라
볼수록 우리는 자신의 죄의 흉악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되어 회개하게 된다. 우리를 회
개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함 곧 은혜의 자연스런 결과이다. 그러므로 구원 곧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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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회개하여 죄의 이기심에서 돌이킨 사람은 반드시 자신
도 자신이 받은 동일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동정심을 갖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양을 먹이게 된
다. (요 21:1-17)
"사랑은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산상보훈, 38쪽)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 그분의 절대적 사랑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영광(사랑의 빛)을 이웃에게 베풀게 된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게 베푼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베푼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 25:40)
이리하여 처음 자신이 받았던 하나님의 영광의 빛(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하나님께
로 돌아가게 된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
으로 말미암음이니라”(고후 3:18)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녀 곧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의 영광의
빛 곧 절대적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라고 호소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그런 절대적 사랑의 행
동 속에서 하나님의 이미지 곧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이유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우
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곧 절대적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여 자신이 받은 은혜대로 다
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물질을 실제
로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한다. 결국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 곧 사랑
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자식을 키우면서 받은 사랑을 더 깊이 깨닫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 때에 동시에 우리가 받은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점점 더 감사가 넘치고 또한 봉사가 증대된다. 결론적으로 다
시 성화의 과정을 정의하면 성화란 하나님의 영광 곧 사랑(의)의 순환이라 말할 수 있
다.
우리는 의롭게 되기 위해 의롭게 되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할 일은 단
지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살피고 찾아 그 사랑의 깊이를 확인
하고 깨닫는 것이다. 우리가 과연 성화의 과정에 있는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감사와 봉사 두 가지이다. 과연 우리는 감사의 생애를 살고 있는가? 우리가 받
은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여 움켜쥐지 않고 봉사하는가?
거 룩함 곧 성화는 하나님의 뜻이다.(살전 4:3) 감사가 성화의 필수적인 단계이다. 그
러므로 우리의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길 원하신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라”(살전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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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축복이다. 인간이 받고 싶어 하는 최고
의 축복은 행복이다. 감사한 사람은 모두100% 행복하다는 사실이 밝혀진지 오래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조건적으로 남과 비교하여 감사하기 때문이
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해야한다. 절대적으로 베풀어지는 하
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에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봉사하
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 죄의 본성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
야 하는 이유이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5:16-18)
기도를 쉬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성화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다. 이를 위해 기도인 연합 모임이 탄생하였다. 미국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한국과
일본에 기도인 연합모임이 조직되어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미국), 월요일 새벽(한국,
일본)에 기도회 모임을 하고 있다. 내년은 결성 10주년 되는 매우 뜻깊은 해로 미국에
서 특별한 집회를 갖는다. 2017년 9월13일(수) – 9월 17일(일)까지 헤르몬산 컨퍼런
스센터 (Mount Hermon Christian Conference Center)에서 열린다. 그곳에서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감사한 경험들을 공유할 것이며 세계 각지에서 베풀어지
는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곧 봉사의 소식들을 듣게 될 것이다. 기도인 연합성회에 하
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더 강한 성화의 과정 속으로 들어갈 것을 확신한
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안 상 기 / 뉴욕중앙교회 담임목사

언론에 따르면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부분의 여론기관의 예측이
빗나간 ‘여론조사 대재앙’ 으로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전문 사이트 파
이브서티에잇에 따르면 선거 직전 실시된 19개 여론 조사 중 트럼프 승리를 점친 곳
은 2개에 불과했으며 파이브서티에잇 역시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힐러리 클린턴
이 승리할 확률이 71%”라고 예측했었지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로 나왔습니
다. 특히 플로리다를 비롯한 5대 경합주에선 모두 트럼프가 승리하는 대이변이 연출
됐었다고 합니다.
영국 브렉시트에 이어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주요 조사기관들의 예측이 빗나
가면서 ‘여론조사 대재앙’ 이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혼란과 충격파는 한
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시세를 잘못 파악한 결과지요. 시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
른다는 것입니다. 시세를 잘못 알아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농사 짖
는 분들이 간혹 시세파악을 못하여 과다한 물량이 출하되어 투자비는 물론이고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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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 인하여 밭에 농작물을 묻어버리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충격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땅에 일, 그것은 잠시 잠간의 일에 대한 것이기
에 망정이지. 하늘의 일 영원한 것에 대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 영원한 것, 생명적인
것에 대한 시세 판단이 잘못된다면 그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영원
한 것에 대한 것, 하늘에 관한 것에 대한 이해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세를 알아야 합니다.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
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역대상 12:32) 재림성도는 잇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잘 아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며 예언을 통해 시세
를 분명히 알고 그로인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만약 재림성도들이 시
세에 정통하지 못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시세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세상 끝에 대해 알고 준비하
고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세상을
향해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시세에 합당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
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6) 즉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
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
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
다리라”(사도행전 1:4) 라는 약속을 따라 주님의 약속된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누가 할 것인가?
2007년 한국, 미국, 일본에 흩어져 있던 주의 백성들이 시세에 합당한 백성들로서
기도 연합운동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였습니다. 그 일은 작게 시작 하였
으나 지금은 장소와 국가와 시차를 넘어 소통과 시대를 깨우는 파수꾼의 커다란 구령
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귀한 영적 부흥의 역사를 10년 전 기도 연합운동의 시작점에
서 시온에 모였던 이스라엘처럼 깊은 각성과 회개와 고백, 간구와 결심의 시간을 갖고
자 합니다. 이것은 한,미.일 뿐 아니라 열국에 흩어져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누
구라도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는 백성들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 깊은 기도의 사람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순서를 기획하여 뜨겁게 기도하기를 원
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2007년 이후 지난 10여 년 간 매달 한 번씩 공간과 시간을 넘어 감동적인 기도의 향
불은 타올랐습니다. 아울러 2012년 한국에서, 2013년 일본에서의 두 번의 성회는 너
무도 뜨거운 성령의 교통이었습니다. 저 또한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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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축복에는 인종도, 언어도, 국가도, 역사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을 통한 성령의 하나 됨의 경험만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난 10년의 연합된 기도를
통합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한 성령 충만한 도약을 위해 2017년 국제 재림
기도인 연합 성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충만한 말씀이 있으며 언어의 장
벽을 뛰어 넘는 간절한 함과 소통의 기도가 있으며, 통회하는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서 언제하는가?
국제 기도인 연합운동의 시작점이었던 미국에서 열리는 이 성회는 110년간 캘리포
니아의 산타크루즈 산맥 깊은 숲속 보석 같은 곳에서 기독교 캠프를 운영해 온 헐몬산
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성회의 취지에 맞게 미국의 헐몬산의 아름다움과 한적함 속
에서 깊은 기도와 말씀, 주님을 만나는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성회
는 2017년 9월 13일(수)~17일(일)까지 진행됩니다.
왜 성회로 모이는가?
자고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 속 약속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었다. 다니엘이 그러했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이 시대를 위한 재림
사명을 가진 우리 또한 그러합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하시더
라”(눅 21:28, 개역개정)
무엇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 첫 번째가 되어야 할까요? 기도라는 것에 이의를 제시
할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소통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문제도 소통이 문제일 때 일어납니다. 소통은 가정에서도 중요합니다.
부부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있는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것은 가족 간에 소통이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소동이 없는
교회, 소통이 없는 사회, 소통이 없는 정치는 문제가 넘치며 수준 낮은 국가를 만들 수
밖에 없어 백성들이 고달프며 고통을 당합니다.
소통은 신앙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행위는 기도입
니다.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중심이며 경건훈련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과 더불어 호흡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신앙은 그렇습니다. 시세와 마땅히 행할 것을
알기 위해선 하나님과 인간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요, 서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린 분이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는 있어도 하
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매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던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아
침마다 여호와께 기도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생활했습니다(시 5:3, 143:8). 예수님도 틈만 나면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셨
습니다.

IAPC2017

93 / 140

그분의 우선순위는 사역이 아니라 아버지와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사
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항상, 쉬지 말고, 무시로” 등의 수식어를 사용하여
강조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사역을 감당케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재림 사명은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
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3:7~8)
이 성회가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것도 다양한 인종과 언어가 한 장소, 같은 시간 속
에서 말입니다. 이일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열어 놓고 계십니다.
이번 2017년 국제기도인연합 성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많기를 기대합
니다. 그리고 모두가 이를 통해 재림성도의 사명을 뜨겁게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2017년 9월, 미국 기도인연합 성회에 참여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안 천 수 / 오아시스 세계선교회장

1. 백이십 명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오
순절 이른비 성령이 내린 것[행 1:14-2:4]처럼 오는 캘리포니아 연합 기도회에서 늦
은비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바라서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심을 다합시
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한국과 일본 집회에서 많은 분들이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
다. 금번 미국 집회에서 더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 저는 2016년 4월 23-5월 23일까지 아프리카 에치오피아와 케냐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은혜를 나누어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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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 엘도렛에 사는 평신도 론로[Rono] 교수부부가 중심이 되어 매월 한 번씩 철야
기도회를 2014년부터 작게 시작했는데 [토요일 저녁 7시부터 일요일 아침 7시까지
12시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간증과 찬양으로 매시간 마다 찬양과 말씀 혹 간증을 45
분하고 15분 동안 개인, 그룹기도, 대표기도를 드리는데 대총회, 지회, 연합회, 합회,
각 교회와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특히 개신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간
절히 드리고 다음 주에 화 수목 금 토 5일간 개신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값싼 호텔
에 모시고 현대진리[다니엘 계시록 쎄미나]를 전하며 기도와 찬양을 하여 수십명의
개신교회 목회자들이 침례를 받고 각기 자기들의 교회에 가서 교인들에게 현대진리를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4-5명이 시작한 철야기도회에 사방에서 평신
도들과 목회자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 약 1,000여명이 매월 한 주말마다 모여서 철야
기도회를 하고 개신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하여 성령의 은혜로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운동이 세계 각 나라로 확산되어 늦은비 성령의 운동이 일
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 저는 2013년 일본에서 있었던 기도인 연합 성회에 참석하여 남선규 장로님의 간
증을 듣고 남장로와 엄영대 장로님을 초빙하여 오아시스 선교회 발관리 전도팀을 만
들어 3년째 인도 선교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11월 14-12월 14일까지 인도 중동 연합회 내의 세 합회에 5명의 대원들이
가서 8 지역에서 전도집회와 발맛사지 교육을 시켰는데 기도인연합회에 기도를 요청
하여 여러분의 합심기도의 응답으로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으며 천명이 넘는 영혼들을
수확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가장 큰 합회[북 안드라 합회] 합회장 죤슨 제이곱 목사님이
결심하고 합회 직원 20명에게 발맛사지 훈련을 1개월간 시킨 후에 합회 정문 앞에 간
판을 써 붙이고 월-금 매주 5일간 무료 발맛사지 봉사를 하기로 계획하고 5개의 모델
교회를 정하여 매 안식일마다 전 교인이 안식일 오후에 발맛사지 봉사를 실시하여 성
령의 역사로 기도와 말씀과 발맛사지 사랑의 봉사로 큰 부흥을 일으켜 모든 목회자들
이 다 본받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필자는 이 같은 모델이 전 인도선교와 온 세계 선교에 불을 붙이는 운동이 되기를 기
도합니다. 2013년 일본 기도인 연합 집회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 사랑의 봉사 전도 운
동을 연합하여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4. 한국, 미국, 일본, 중국. 각 나라에서 오시는 재림 성도들, 목회자들과 성도들 중에
서 특별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피차 나누면서 피차 큰 유익을 얻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5.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
아오라 ...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찌어다”[욜 2:12-13].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찌어다. 그가 너희
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동 2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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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
라”[라 10:1].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결혼한 죄를 인하여 통곡하며 속옷과 겉옷을 찢
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기도했는데 오늘날 전 세계의 재림 교회의 상태
는 어떻습니까? 세속화되고 뜨뜻미지근하며 예언의 신을 부인하고 조사심판을 부인
하며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말로 함께 모여서 회
개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느헤미야도 자기 민족을 위하여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도 교회
와 우리 민족을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집회에 모여서 합심 기도하여 성령의 불이 붙어서 각 나라 각 교회로 돌아가서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령의 도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 저는 최근에 기도하면서 우리 기도인연합회 회원들이 우리들만 모일 것이 아니라
자기 교우님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각 자가 5명 이상을 정해 놓
고 기도하면서 전화나 이메일로 호소하며 9월 집회에 참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고 느
꼈습니다. 특히 미국에 사는 우리 회원들은 회원이 아닌 교우들 중에서 5명 이상을 명
단을 작성하여 기도하면서 전화나 이메일로 호소하여 3월 안으로 등록하도록 적극 장
려하여 참석하도록 합시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눅 14:23].

시온이여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김 동 준 / 기도인연합

<지금은 고통하는 시대>
친애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미 아시는대로 국제 재림 기도인 연합 기도 운동 10주
년을 맞이하여 미주 성회가 오는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특
별한 기도 모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은 나
라와 민족간의 갈등, 정치, 경제, 문화, 환경 등의 위험에 싸여 그 긴장감이 절정에 이
르러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예언한대로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딤후3:1) 라고 말한 다음에 열거한 19가
지 종말론적 비상사태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처에서 연이어 일어
나는 갖가지 재난과 고통에 시달려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기절(눅21:26)
할 지경입니다. 이처럼 인류가 이 땅에 살아 온 이래 미증유의 무서운 사건들과 재해
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밀어 닥치는 세상에 살면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 곧 주
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이 땅의 남은 백성이 마땅히 해야 할 과제가 무엇입니까?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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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명백한 지침 곧 우리 모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선지
자의 증언을 들어 보십시오.
“그대의 영혼의 운명이 불확실한데 매달려 있지 않게 하라. 그대가 완전히 주님 편
에 있음을 확인하라. 진실한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질문을 발
하라.
이 귀중한 은혜의 시기의 막바지에 그들은 자신의 품성 건설에 최선의 자료들을 투
입해 왔는가? 모든 오점에서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해 왔는가? 빛을 따랐는가? 신앙고
백과 일치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증보 3-10)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라>
어느 해변 도시 부둣가에 위치한 유명 구두 상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마침
특별 할인 세일 기간이라 수많은 고객들이 한꺼번에 밀어 닥쳤습니다. 따라서 주인과
점원들은 성황 중에 너무 바빠 매우 지쳐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이 아수라한 장면을 지
켜보던 점잖은 손님이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님, 이렇게 숨막힐 듯한 좁은 공간
에서 어떻게 견디십니까? 나로서는 잠시만 들어와 있어도 숨이 막혀 심장이 멈출 것
같은데요. 이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주인은 손님의 손을 잡고 건물 뒤편으로 가서 바
닷가 쪽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보시지요, 저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 끝
없이 높은 창공, 잠시만 바라보아도 신선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비결은 바로 여기
에 있습니다. 여기가 저와 저의 직원들이 고되고 답답할 때면 와서 숨을 돌리고 활력
을 충전하는 힘의 통로이지요. 때때로 너무 지쳐 견디기 어려울 때 이 곳에 와서 창문
을 열어 놓고 저 끝없이 넓은 바다를 바라보며 심호흡을 하고 새 힘을 얻곤 돌아갑니
다.
이 짧은 이야기는 오늘날 심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힘을 얻
고 주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바른 방향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
두는 너무나 주변이 시끄럽고 혼란한 세상을 살면서 힘을 잃고 낙담하게 될 때에 마음
의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므로 영감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필
요하지 않을까요?
(2)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그리스도교와 그리스도인 개개인들에게 이르러 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그들의 재능이나 교육이나 재물이 인간의 어떤 호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들
은 열열하고 필사적인 믿음으로 전능하신 능력의 팔에 매달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
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이다. (부조 상-200)
<산을 향하여 눈을 듭시다>
일찍이 믿음의 거인 다윗은 그가 당면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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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
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121:1-2) 그가 당시에 타락한 세상의 권력자 사울왕의 위
협을 받으면서 그리고 그의 영적 멘토였던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 후에 밀어닥친 좌절
감에 싸일 때, 조금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위력을 간직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높은 산
곧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마음의 창문을 열었기 때문이었
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의 맞대결, 불량한 역적들과 한패가 되어 아버지를 공
격해 들어오는 아들 압살롬의 부질없는 대역해위 이러한 위기에 직면해서도 그가 살
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나날이 험악해 가는 선과 악의 대결장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
남기 위하여 그리고 최후까지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당한 자세를 굳게 간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무리에게 바라는 것은 참으로 허사라. 이스라엘의 구
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나이다. (렘3:23) 이 말씀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토대요 진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흔들릴 것은 모조
리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주님께 기도하고 그 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
만이 영원히 “진동치 못할 나라“ (히12:18)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서 믿음의 기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밀실에서 정결하고 단순
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나
타나리라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믿음, 반드시 보상을 받는 믿음이 있었다. 마치 메
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심히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영이 임하였
다.
그들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그들은 때때로 한적한 속에 모여서 하나님과 교
통하였는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소리가 들과 숲 사
이에서 하늘로 상달되었다.“ (쟁하 193)
친애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그리고 기도하기를 좋아하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날마
다 위로부터 힘을 얻고자 원하시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시여 이것이 초기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이 가졌던 기도운동의 청사진입니다. 그 후에 약 150여년의 세월이 흘러 갔
지만 오늘날 주님께서 재림하실 기약이 훨씬 가까워진 이 때에 동일한 기도운동의 확
산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면서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하여 영적
힘을 얻고자 원하는 분들은 꼭 이번 기도 성회에 참석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 되는 영
적 능력과 충만한 은혜의 역사로 채움 받게 되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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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
조 경 신 / 기도인연합

다니엘서 6 장 에는 사자 굴에 들어가면서 까지 기도드렸던 다니엘의 목숨을 걸고
기도드린 감동적인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
다니엘은 늘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왕이 제정한
법을 어겨 가며 사자 굴에 들어가기까지 하며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려야 하였을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은 유대민족의 구원을 위한 아주 중대한 중보의 기도를
드린 것을 볼 수 있다. 메데 바사 군대의 바벨론 침공이 갑자기 이르렀고 아무 저항도
못하고 바벨론은 멸망을 당하고 벨사살은 죽음을 당하고 나라를 잃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
리라"(단9:2)는 예언의 성취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다리오가 왕위를
얻얻고 그는 2 년여의 짧은 기간 나라를 통치하고 죽었고 곧바로 고레스가 왕위를 계
승 하였다.
이 상황을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이 함락된 지 약 2년 이내에 다리오
가 죽자 고레스가 왕위를 계승 하였고. 고레스의 통치 원년은 최초의 히브리인 무리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저희 본향인 유다 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온지 70년이 차는
중요한 해였다" (선지자와 왕 556-558)
예레미야서를 연구하던 다니엘은 유대민족이 70년의 포로생활을 할 것과 70년 만에
마칠 것이라는 것을 발견 하였고 바벨론이 갑자기 멸망당하는 것을 보며 포로생활을
시작한지 이미 70년이 다 되어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으로 귀환 할 것이라는 예언이 되었으니 그대
로 성취 되겠지 하며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할 필요성을 느꼈고 자신을 동족의 위치에 두고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게 된 것
이다.
사단은 이 기도를 드리지 못하도록 총리와 방백들을 통해 음모를 꾸몄고 사자 굴의
죽음으로 위협하여 기도를 중단 시키려 하였다." 이 같은 음모를 꾸미는데 사단이 중
대한 역할을 하였다" (선지자와 왕 540)
이런 죽음의 위기 앞에서 다니엘이 취한 모습을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 하였다,
"다니엘은 금령을 만드는 그들의 악의에 찬 의도를 재빨리 알았으나 조금도 그의 행
동을 바꾸지 않았다. 그에게 기도가 가장 필요 되는 지금에 왜 그가
기도하기를 멈출 것인가? 차라리 그는 생명 그 자체를 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도우심
에 대한 그의 소망을 버리고자 하지 아니 하였다." (선지자와왕 540-541)
다니엘 자신은 흠이 없는 사람이다. 국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잘못을 발견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 하였고 예루살렘의 회복을 사모 하는 자였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하나님을 배역한 민족과 똑같은 위치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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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은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자신의 성호를 위하여 포
로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기도 드렸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 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 들이 주의 이름으
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 하였나이
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욕은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날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데 있는 자나 먼데 있는 자가 다 주께
서 쫓아 보내신 각국에서 수욕을 입었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
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사유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니
이다. 주여 내가 구하 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좇으사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 이니이다."
그러 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 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 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 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
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컷
는바 됨이니이다"(단9:4-9, 16-19)
예언된 70년이 몇 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니엘은 자신과 민족의 깊은 회개와 예루
살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생명을 잃어버릴 위험을 무릎 쓰며 드렸다.
결국 사자 굴에 들어갔고 기적적인 구원의 소식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고레
스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다리오왕은 죽고 고레스가 왕이 되며 그해
가 70년이 차는 해였고 다니엘은 고레스 에게 수백 년 전에 고레스의 이름까지 기록
하며 예언한 성경을 고레스 왕에게 보여주며 유대민족의 귀환을 호소하였을 때 고레
스는 조서를 내리면서 유대인들의 귀환을 허락 하였고 그해는 정확히 70년이 되는 해
였다
다니엘의 생명을 건 간절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어
찌 보면 다니엘의 기도가 재림직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드려야할 기도가 아닌가 생
각된다.
유대 땅으로의 귀환과 하늘로의 귀환은 같다고 볼 수 있고 예언된 70년과 재림의 임
박함도 그때와 같은 시점에 있다.
다니엘이 취한 일들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해야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니엘은 철저히
성경을 연구 하였고 사건과 기회를 주시하며 때에 맟는 기도를 드리는 자였다. 그리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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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성경 연구
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싯점에 살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떠
한 기도를 드려야 할지를 확인 하여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린 것처럼 자신을 백성과 동일한 위치에 두고 기
도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남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려
야 할 것이다. 선지자는 재림 직전의 남은 교회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여러 형태로 자
세히 기록 하셨다. 내가 바라보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선지자의 지적하신 모습을
비교해 보고 다니엘처럼 기도 드려야 하겠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리라 생각된다.
"신랑이 오는 때는 밤중 가장 캄캄한 때 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
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를 암암리에 부폐 하
게 한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하여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총담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
르게 될 것이다. (실물교훈 414-416)
"교회들이 맥이 풀려있고 연약하고 병들어 있다. 우리 교회들을 휩쓸고 있는 것은 영
적 죽음이다". MS 80,1888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비상태에 있다". 실물교훈 303
"현재 우리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가 죄악으로 인하여 죽은 상태에 놓여있다.
그들은 돌쩌귀에 달린 문짝처럼 왔다 같다 하고 있다". 교회증언6.426
"세속적 무감각 속에 굳어져 있다". 시대의 소망 635
"나는 남은 무리들이 세상에 임할 일에 준비 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마지막 기별을
가졌음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은 혼수상태와 같은 어리석음 가운데 사로잡
혀 있는 것 같다". 초기 119
"나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깨우기 위하여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우리 앞에 두
려운 광경이 있음을 나에게 보여 주셨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
격하기 위해 그들의 모든 힘을 경주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졸
고 있다면 그들의 멸망은 확실 하다는 것을 사단은 알고 있다". MR18, 193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 위험하다. 요약하면 1. 총담같은 흑암의 상태 2. 맥이 풀려있
고 병든 상태 3. 마비상태 4. 죄악으로 죽은상태. 5. 무감각으로 굳어짐 6. 혼수상태
7. 조금만 더 졸면 멸망이 확실한 상태.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곤고하고 가련하
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고 하셨다.
우리는 남은 교회의 영적 각성과 회개와 부흥과 개혁을 위해 다니엘 같은 기도를 드
려야 하겠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희망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참 모습을 발견
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는 것 즉 그들
의 질병의 성질을 아는 것이다" 교회증언4권 87-88
재림 성도들로 재림교회의 모습을 현실 그대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 이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 하리라". 호세야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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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로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깨닫지 못하고 현 상태로 지내기를 만
족히 여기는 사람들이다". 증언보감 1, 412
"죄 됨을 드러내 주시도록 예수께 탄원해야 한다", 교회증언4, 42
"죄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임을 깨달을 때까지 끈질기고 열렬하며
빈틈없이 노력 하여야 한다." 가려뽑은 기별2, 19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 하실 수 있다", 실물158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자의 깨달음과 회개와 순종을 통해 교회는 변화
를 가져올 수 있다.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다니엘 같은 기도를 지금 우리
는 드려야 한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죽은 잠에서 깨어날 때 하늘에 갈수 있는 준비가 될 것이고 온
세상에 복음이 힘 있게 전파 될 것이다. 또한 원수의 공격을 대비하고 물리칠 것이며
사단에게 포로 된 자들을 그리스도 편에 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미국에서 개최되는 재림기도인연합성회가 다니엘의 생명을 걸고 기도드리는
기도운동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제부터 우리는 기도로 다니엘과
같이 승리하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 예언을 성취 시키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귀환 한
것 같이 남은 교회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하늘을 가기위해 영적 육적으로 준비하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업을 완수하고 대쟁투를 종결짓고 속히 본향에 이르게 되
기를 소망한다,

다가오는 성회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자
김 상 도 / 기도인연합

지난 4월 6일 믿지 않는 테니스 친구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장례식에 참석했다. 6자
녀를 둔 94세의 할머니였다. 자녀들이 다 풍족하게 살므로 할머니는 아무 고생 없이
한 평생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다. 나는 믿지 않는 분의 장례식에 약 40년
만에 처음 참석했다. 입관식 예배도 없고, 발인 예배도 없고, 하관 예배도 없이 거저,
끼리끼리 식탁 주위로 둘러 앉아 술 먹고 잡담하고 정답게 대화를 나눈다. 그것이 전
부이다.
고인의 사진을 이따금 쳐다볼 때마다 내 마음 속에는 너무나 씁쓸하고 허무감을 느
끼며 불쌍하다는 생각만이 계속 내 뇌리에 스쳐갔다.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부활의 소
망 없이 마지막 숨을 거둔다는 것, 얼마나 비참한 것이지를 다시 한 번 깊이 절감했다.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그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것은 영원히 끝난 것이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

IAPC2017

102 / 140

그로부터 꼭 한 달 전 제가 소속된 진천 교회에 다니시던 지실한 할머님의 장례식이
있었다. 91세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고인의 이름은 연순식 집사님이다. 그는 젊어서부
터 진천 교회의 기둥 역할을 하였다. 그는 돌아가시기 몇 달 전까지 불편한 몸을 가지
고서도 매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예배에 충실히 참석하셨으며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어 교회를 위하여 항상 헌신하신 분이셨다. 그가 돌아가시기 전 이따금 그를 방문하
여 기도하면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흘리며 아멘 아멘 하시는 것이다. 내가 그분의 집
에서 나올 때마다 저분이야 말로 하늘을 보장받은 분이라는 확신이 강하게 들곤 하였
다. 어느 날 나도 연 집사님처럼 죽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종종 생각한다. 마태 19장
에 나타난 부자 법관, 사도행전 5장에 나타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롯 유다, 사울, 빌
라도, 등등. 그들이 그리스도의 삼림의 날, 얼마나 슬퍼하며 후회할까. 그날에 가서야
내가 얻은 구원, 내가 잃어버린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었다.
바로 오늘 나의 큰 관심사는 나와 내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것이 나의
간절한 희망이며 바램이다. 하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요, 하늘을 잃으면 다 잃은 것
이다.
꼭 3년 전에 내 큰 딸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가 인천 공하에 내리자마자 공항
가까이 있는 인하대 병원에 실려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면
나으리라는 기대 속에 크게 염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병세는 급속도로 악화되어
입원한지 두 달 반 만에 주치의는 보호자인 저를 불러 딸이 앞으로 2주일을 넘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부모인 우리도 본인 자신도 인생이 그렇게 쉽게 그리고
속히 끝날 줄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입원한지 며칠 전만해도 짧은 방학을 이용
하여 미국에 가서 여행하다가 몸이 이상해서 비행기 표를 다시 끊어 급하게 귀국한 것
이다. 그의 가방에는 새 코트, 부-즈, 스웨터, 핸드 빽 등 고가품 수백만원어치가 들어
있었다. 며칠 후에 죽을 것을 모르고 오래 살줄만 생각하고 물건들을 많이 구입한 것
이다. 바로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아 있는 약 열흘 동안 제 아내와 저는 내 딸을 하늘에 가도록 전력투구하기로 결
심했다. 나는 조용한 시간에 딸의 침실로 들어가 네 주치의가 말하기를 앞으로 네가
10일 정도밖에 못산다고 하니 이제 하늘에 가도록 준비하자고 말했다. 내 딸은 내가
죽는 것은 괜찮은 데 내가 하늘에는 못갈 것 같아요, 너 왜 그렇게 말해라고 물으니;
아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나는 큰 죄인이야요; 내가 갑자기 그 말을 들으
니 내 말문이 막힌다. 이때 무엇이라 대답할까라고 잠시 기도했다. 생각이 떠올랐다.
옥아, 너만 죄인이 아니라, 세상사람 다 죄인이야, 아빠도 죄인이야, 나는 죄 없다고
말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내가 너 위해 기도할테니, 따라 할래?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라고 답하는 것이다.
그럼 눈감고 기도하자. 그는 눈을 감고 두 손으로 내 오른 팔을 꽉 붙드는 것이다. 나
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 여러 번 기도했음으로 기도를 딸딸 왼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
버지시여,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큰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저
같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 갈보리 십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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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제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부
활의 아침에 제 이름을 호명해 주시옵소서. 제 죄가 다 용서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호
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기도가 끝날 때에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글썽인
다.
마지막 약 10일 동안, 내가 밖에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아빠 성경 좀 읽어주세요, 아
빠 기도해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것이다. 기도를 요청할 때마다 처음
에 한 기도를 반복했다. 그는 열심히 따라 한다. 그 다음날 또 요청하면 그 기도를 또
올렸다. 그러나 내 딸은 그 기도를 따라 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뻐한다. 그때에 나
는 됐다 내 딸이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다.
저는 제 딸이 입원했을 때, 제 아내와 제가 기도하면 내 딸이 나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수많은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내외가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어 드디어 사형선고까지 받
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내 딸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에, 야,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 못했던 최상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
시는 것을 화신했다. 그가 몇 년 더 살다가 구원의 확신 없이 생을 마치는 것보다 구원
의 확신이 생겼을 때 지금 주안에서 생을 마치는 것도 큰 축복이라 생각한다.
살아서 구원 받는 자들은 분명 조만간 일요일 법령으로 인하여 매매도 못하게 되며,
가진 것 다 버리고 산으로 피신해야 하며, 악인들이 계속 추격해옴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고통의 기간을 갖게 될 것이다. 다니엘과 예레미
야는 이 환난이 무서운 것이라고 하였다. [단 12:1, 렘30:5-6]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
여 많은 신자들이 신앙을 버리게 될 것이다. 내 딸이 작은 환난, 대 환난, 야곱의 환난
등을 능히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육신적으로는 슬프고 아쉽지만 준비하고
평안히 잠드는 것은 축복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계시 요한은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계14:13]고 말하였다. 이 구절의 문맥은 3천사의 기별을 듣
고 환난의 때가 오기 전에 죽는 이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다 해서 지금 여러분이 죽으려고 애써서는 안 된다. 살아서 구원받는 이들은 비
록 개국 이래로부터 그때까지 없던 환난을 당하기는 하나 살아서 구원받는 자들은 인
류 역사상 아무도 보지 못한 놀라운 사건들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재강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은 정말 크고도 놀랍다. 조만간 우리는 오순절 보다 더 크
고 1844년 재림 운동 때보다 더 큰 늦은 비가 이 땅에 부어지는 장면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오순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세상에서 보잘 것 없는 소수의 무명의 사
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회개시키면서 한 시대 안에 당시 알려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
노라” [골 1:23] 오순절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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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의 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
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의 기이한 역사를 통하여 난관의
산들은 옮겨져 바다 속으로 던져질 것이다.”[증언 9권 106-7] “나는 이 기별[셋째 천
사의 기별]이 밤중 소리[1844년에 외쳐진 기별]보다 훨씬 더 힘 있게 마쳐질 것을 보
았다.”[초기 285] “사도 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 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
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Exceed]할 것이다.”[구원의 소망 276] 그처럼 소수
의 신자를 가진 초대 교회가 오순절 보다 더 작은 힘으로써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
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단 한 시대 안에[골 1:23] 전파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도 늦은 비의 큰 능력보다 더 작은 무엇을 가지고는 다시
오실 구주에 대한 최후의 기별을 결코 전파 할 수 없다.
“번개와 같은 빠른 속력으로 생물들 사이로 왕래하는 밝은 빛은 이 사업이 마침내 완
성을 향해 나아갈 속력을 나타낸다.”[증언 5권 748] “하루에 수 천 명이 회개하였다.”
[증언 8권 32] “온 세상은 무수한 음성으로 경고를 받을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며, 표적과 기사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따를 것이다.” [쟁
하 283] “사도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오늘날 모든 교인이 해야 한다.” [즈언 7권 45]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행하였는가. 그들에게는 돈도 없었고, 인쇄기도 없었고, 자가용
도 없었고, 라디오나 T.V도 없었다. 신학교도 없었고 석사 박사도 없었다. 그러나 그
들에게는 오순절이 있었다.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부
활하신 그리스도를 단시일 내에 당시 알려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 영감의 글은 사도
들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
째 오순절, 곧 늦은 비를 우리 모두 받아야 한다. 기독교는 오순절의 기도의 능력으로
탄생되었다. 마지막 주님의 사업은 늦은 비의 능력으로 마쳐질 것이다.
“1840년에서 1844년까지의 재림 운동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스럽게 나타났
다.[쟁하 283] 1. 밀러의 전도회를 위하여 6,000명이 입장할 수 있는 대형 천막을 쳤
다. 현 시대에도 이처럼 큰 천막을 치기란 쉽지 않다. 그것도 모자라 밖에까지 군중들
이 둘러섰다. 2.밀러 전도팀이 온다는 헛소문을 듣고도 5,000여명이 모여들었다. 3.
인구 2천만 명이 채 안되던 그 당시 10만 명 이상이 밀러 운동에 가담하였다. 4. 구라
파 20여개국에서 동시에 재림 운동이 일어났다. 5.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는 어린 아
동들이 재림 기별을 힘차게 전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아래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
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이 사
업의 종말에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사는 우리에게 늦은 비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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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늦은 비는 지상의 마지막 추수를 위해 곡식을 여물게 한다. “지상의 곡식을 여물
게 할 늦은 비는 인자의 오심을 위해 교회를 준비시킬 영적 은혜를 표상한다.” [T.M.
506]
[나].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능력을 부여 한다.[계18:1-4] “그때에 늦은
비는... 셋째 천사의 목소리를 높일 힘을 줄 것이며”[초기 88-89] 늦은 비의 강림만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다.
[다]. 늦은 비는 7재앙이 내리는 동안 성도들로 능히 서도록 준비시키다. “그 때에 늦
은 비는... 성도들을 마지막 7곱 재앙에서 피하여 서도록 준비시킬 것이다.”[초기 8889]

결 론.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있을 국제재림기도인 연합성회가 아래와 같은 기도회
가 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 글의 결론을 쓰는 시간은 6월 28일 새벽
2시 반이다. 마지막 부분의 글을 쓸 때에 내 눈에서는 한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성
령이 내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함을 느꼈다. 이 집회에 참석하는 약 4백 명의 대표자들
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늦은 비의 부어주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분명 하늘은 문
을 열고 늦은 비의 소나기를 부어주실 것을 확신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대표자
들이시며, 이 글을 읽자마자 그 날부터 집회에 참석하여 한 자리에 앉아 같이 기도할
때까지 늦은 비의 강림을 위해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매일 기도하자. 집회에 참석해서
그곳에 머무는 4일간 만 기도해서는 시간이 너무 짧다. 우리 모두 다짐하고 약속해요.
그러면 이번 집회는 관례적이고 틀에 박힌 또 하나의 평범한 집회가 아니요 늦은 비의
빗방울이 우리 위에 떨어지는 두번째 오순절의 집회가 될 것이다.
다시 강조한다. 9월 13일 집회 장소로 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늦은 비를 간절히 열망
하며 사모하며 애타게 갈급 하는 심령으로 들어가자. 배고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사
모하듯 성령의 갈증을 느끼면서 들어가자.

이번 우리의 집회에 아래와 같은 일이 재현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1844년 재림 운동 당시 그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성경을 연구하고 함께 기도하였다.
“우리 신자들 대부분이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신앙을 세웠는지 알고 있지 못한다.
나의 남편, 죠셉 베이츠 목사, 피얼슨 아버지, 하이럼 엣슨 목사, 및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리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은 1844년의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
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로는 밤늦게 까지 남아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 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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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진리의 깊은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거듭 기도하며 연구하였다.[기별 1권 258-9]
“우리는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 보다 나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종종 금식하였다. 열
렬한 기도를 드린 후에도 어떤 점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의논하면서 갖
자는 자유롭게 그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그다음 우리는 다시 머리를 숙여 기도하
였다... 많은 눈물을 흘리었다.”[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4] 우리의 집회가 이런 집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 매일 간절히 기도하자.

연합기도운동 소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
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
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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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
하고 (에베소서 6:12-18)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
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
야 한다 …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1)

I. 연합기도운동
1. 연합기도 운동 연혁
교회 내 영적 각성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한 현실과 교회 밖으로 재림 교회에 대한 여전
히 잘못된 인식으로 진리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실감하며 지난 2007년 8월 9
일 미서부 연합야영회 기간 중 비공식 순서로 이와 관련하여 교회 선교 지도자들의 모
임이 있었습니다. 논제들의 발표와 토론후 결의된 내용은 첫째, 타교파의 편견에 관
계없이 우리의 선교활동을 성실히 이행하며 둘째,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교회 선교 활
동을 위한 기도운동을 실행한다는 것 등이었습니다.
선교 이전에 우리 모두 하나님과의 영적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자각하며 2007년8월
26일 있었던2차 모임을 시작으로 기도모임이 꾸준히 진행되던 가운데 2008년2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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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1명의 목회자 및 평신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로 북미주 한인재림교회들에 연합
기도운동이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미주 야영회 그리고 지역 교회단체
모임에서 여러 크고 작은 기도모임 및 행사를 주관해왔으며 특히 2010년에는 10/40
창을 위한 범지역적 기도회를 주관하여 북미주 타민족 교회들에게도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기도가 크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2007년 시작된 기도인 연합 네트워크 방식으로 회원들이 미주 내 수많은 교회
와 단체에서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을 시작하였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2011년
9월 18일 기도인 연합 성회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어 2012년 10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에서 300여명의 기도회원들과 성도들이 참여한 성회를 성공
리에 주관하였으며 제 2차 재림기도인 연합성회를 일본에서 2014년11월에 일본연합
회와 공동 주최하였으며 2017년 9월 국제재림기도인 연합성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
습니다.
2. 연합기도 목적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루어지는 개인과 교회의 시대적 영적 부흥이 이를때 까지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는 성도들의 연계(連繫)로 (1) 하나님과의 영적관계의 확립과
(2) 성도 간 믿음의 동역자로서 영적 어려움을 극복하여 궁극적으로 함께 재림기별 확
산의 통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3. 연합기도 내용
첫째로 기도 요청자 및 참여하는 모든 기도자들의 필요와 영성을 위해 기도하며 둘째
로, 각 지역 교회들에서 계획하는 선교 활동들, 궁극적으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4. 연합기도 참여 방법
연합기도는 (1) 교회 내 기도모임을 통하여 (2) 범지역적 기도모임을 통하여 실행합니
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모이는 기도모임이 없을 경우 교회 사정에 따라 새로 기도모임
을 결성하거나 구역반 기도모임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기도모임의 대표는 성도들로부
터 기도제목을 받아서 기도인 연합에 알리는 한편 정기적으로 발송되는 참여 교회들
의 기도 제목들을 기도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 알려줍니다. 한편 정기적으로 열
리는 범 교회적 연합기도회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
하는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연합기도회 진행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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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합기도 모델
Fig. 1: 개인기도 – 이 방식은 전달받은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각 개인이
자기 스케줄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다.
Fig. 2: 단체기도 – 전달받은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교회나 그 밖의 장소에서 여러명
이 단체로 기도하는 것이다. 방식 1과 함께 대부분의 일반교우들이 연합기도에 참
여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식이다.

기호설명

(Prayer)
동 시 간 기 도 (Synchronous prayer)
비 동 시 간 기 도 (Asynchronous prayer)
같 은 장 소 (Same location)
연합기도자

Fig. 1:

개인기도

Fig. 3:

개인기도

Fig. 2:

(동 시 간 )

단체기도

Fig. 4:

단체기도

(동 시 간 )

Fig. 5:

연합기도의 일반모델

Fig. 3: 개인기도 (동시간) –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각 개인이 컨퍼런스 콜
(Teleconference; 다자간 통화) 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Fig. 4: 단체기도 (동시간) –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참여자 모두가 단체로 컨퍼런스
콜에 참여하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향후 수천 명의 동시 참여가 요구될 긴박
하고 중요한 기도제목이 있을 때와 같이 대부분의 참여자가 단체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때 사용되며 필요시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화상통화를 사용하기
에 적합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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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연합기도의 일반 모델 - 이 방식은 현재 진행되는 연합기도의 일반적 형태로
연합기도제목을 가지고 개인이 골방에서, 기도모임에서, 또는 연합기도회에서 개
인으로 참여하거나 단체로 참여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연합기도에 참여하는 자가
많아질 경우 (1) 가능한 단체 참여 (Fig. 4) 를 권장하며 (2) 전체가 모이는 연합
기도회 외에 지역별 또는 시간대 별로 모이는 연합기도회를 결성하게 된다.
5.2 동시간 연합기도 실행 시스템 모델
사용되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용량 (Network bandwidth)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
로 기도회 개인 참여자가 20명 이하일 경우 인터넷 통화 프로그램인 Skype의 컨퍼런
스 콜 기능만으로도 전화를 통한 동시간 연합기도가 가능하다. 참여자의 수가 이보다
많을 경우 아래 (Fig. 1) 에 나타난 대로 네트워크 방식중의 하나인 Star topology의
변형 방식 (Clustered star topology)을 사용한다. 이 방법 실행은 참여자들을 연결
하는 서버 역할을 할 시스템을 허브(Hub) 역할의 서버에 연결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다. 허브(Hub) 역할의 서버들 역시 서로 간접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므로 이 방식을
통해 연결할 수 있는 참여자의 수는 이론적으로 제한이 없다. 또한 여러 전화선이 한
서버에 집중되지 않으므로 시스템 과부하 (System overload) 에 따른 통화 음질의 저
하 없이 많은 수의 참여자들을 수용하기에 적합한 방식이다.

I. 기도인 연합
기도인 연합은 위로 대총회로 부터 기존의 각 지역교회들을 포함한 여러 계층의 재
림교회 단체들의 선교노력에 협력하여 현재 지역교회 및 기관에서 헌신하는 목회자들
과 성도들이 (1) 연합하여 (2) 연합기도를 중심으로 (3) 우리의 영적부흥과 주의 재림
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일들을 (4) 범지역적으로 실행하는 영적 운동체입니다. 추
구하는 사업의 분야와 대상, 지역에 제한 없이 주어진 약속을 붙잡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활동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합니다.
기도인연합의 특성적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시대적 사명 (Appointed task)
에 따른 우리 자신들과 교회의 영적부흥을 위하여 범지역적으로 활동하며 둘째, 재림
기별 확산 (Proclamation of the three angels' messages)을 위한 기도중심의 사업
(Prayer centered work)을 추진하며, 셋째 기도가 절실히 필요 되는 재림교회 선교단
체들과 일반 성도들 간에 연결적 역할 (Networking function)을 담당합니다. 한편 기
도인 연합은 평신도 주도의 기능적 실무 분담에 따른 조직으로 필요에 따른 단계적 활
동 확대를 원칙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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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설명
연합기도자
동시간 기도
같은 장소

허브

Fig. 1:

(Prayer)
(Synchronous prayer)

(Same location)

(Hub)

동시간 연합기도 실현 방식

(via Clustered

Star Topology)

1. 기도인 연합 이념 소개
지난 2007년 8월 9일 교회 선교 지도자들의 모임 후 바람직한 기도생활의 권장을 위
하여 결성된 기도인 연합은 다음과 같은 이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1.1. 믿음의 원칙들을 실천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원칙들을 실천하길 원합니다. 교회성장을 위한 방법에 의존하기 전에
바른 믿음의 원칙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시기, 방법을 확연
히 알 수 없으나 끊임없이 성경의 원칙들을 구하고 주어진 빛을 따르면서 성령의 역사
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1.2.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도 역사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신앙의 기본을 실지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 다른 기도제목을 갖
고 기도하지만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염원하는 자신들과 교회의 경건의 부
흥을 이루는 것입니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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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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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꾸준한 인내가 요구될 기도의 과정 속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의 변화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깊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1.4. 성도간 영원한 관계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기도영역을 넓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다가오는 하
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영원한 관계의 시작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들
을 위해 장시간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의 노력을 함께 하는 것입
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한 우리의 기도제목에 포함된 사
람들이 늘어가는 것,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의 연계야말로 세상의 어떤 사귐과 비교
할 수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확인을 통해 우리들
의 골방에서의 기도가 더욱 열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1.5. 범 교회적으로 기도로 연합합니다.
우리는 범 교회적으로 각 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연합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
이지 않게, 믿음의 기도에 앞선 교회가 이끌고 뒷선 교회가 따르게 되는 것, 믿음의 기
도에 앞선 성도가 이끌고 뒷 선 성도가 따르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 입니다. 우
리들의 연합된 기도가 궁극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영적 세계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임을 단체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마음 없이 또 오해로 드려져
그 능력을 잃은 기도. 그러나 이제 그 기도의 힘과 정신을 우리가 새로 먼저 경험하고
이를 선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 로고 설명
성소의 성막문과 앙장에 사용되었던 네 가지색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중에서 청색
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흰색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막문의 색중 두
가지 흰색 청색이 사용된 아래 로고의 배경색은 비록 우리들의 성격과 신앙의 성향에
차이가 있지만 한가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의 뜻에 순종하여 순결한 그의 품성
을 닮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사용된 단어들과 본교단의 로고
로 우리들의 기도가 궁극적으로 재림기별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일의 시작이 됨을 나
타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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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도인 연합 활동 상황
기도인연합의 활동은 성경에 계시된 남은자손 (계 12:17) 에 속한 자들로서 주의 재림
을 위해 준비하는 일에 관련하여 현재 북미주를 시작으로 지역에 제한 없이 아래의 활
동들을 계획 실행하고 있습니다.
(1) 이 기도운동이 각 교회에 확산되도록 매달 범지역적 연합기도회를 주관하며 재림
성도들의 기도생활 권장을 위해 기도인 연합 회보, 웹사이트 및 그 외 간행물을 통해
기도의 중요성과 필요를 알립니다.
(2) 교회 내 정기 기도회가 없는 경우에 연합기도를 통해 신규 지역교회 기도회모임을
결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3) 연합기도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제목들에 대한 이해와 연
합기도의 확산을 위해 기도회를 위한 인터뷰 및 좌담회를 진행합니다. (4) 교회의 영
적부흥을 위한 기도의 확산을 위해 이 시대에 필요되는 성경연구, 관련 세미나 및 기
도 성회를 계획 진행합니다.
4. 기도인 연합 참여
기도인 연합에 참여는 (1) 연합기도 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교회가 기도모임 대
표의 연락처를 기도인 연합에 통지하거나 (2) 개인이 연합기도회에 정기적으로 참여
하므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 5:17, 단 10:12) 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 때 우리의 교회일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봉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
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고귀한 통로가 됩니다.
연합하여 드리는 신실한 기도. 이것은 성도간의 믿음의 동역자로서 서로에게 큰 힘
이 되며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늘을 움직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이 귀한 연합기도
운동에 모두 함께 참여하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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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제재림기도인 연합성회 오후
토론시간 교재
교재 1
엘렌지 화잇 :“기도”제28장 마지막 날의 기도 (274-279)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자들은 특별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 — 만일 신의 능력을
가지신 인류의 구세주께서 기도의 필요를 느끼셨다면, 하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스러운 인간이 열렬하고 계속적인 기도의 필요를 얼마나 더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을 당하실 때는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탁하시고, 열렬한 기도와 당신의 아버지 뜻에 완전히
복종하심으로, 그분은 정복자가 되셨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다른 모든
부류의 사람들보다도,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가졌다고 공언하는 자들은
기도에 있어서 위대하신 모본 자를 모방해야 할 것이다.(음식물에 관한 권면, 52-53)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이 오기 전에 은해의 해를 몇 년 더 주기를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 더 큰 영성과, 하나님께 대한 더 깊은 헌신과, 그분의 사업에 있어서 지금껏
발휘된 적이 없는 열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의 품성의 옷이 씻겨져 어린 양의 피로
희여질 수 있도록 기도에 많은 시간이 쓰여져야 한다. (Pr 274.2)
특별히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은혜와
능력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다고는 믿지 않는다. 선지자는,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계 7:1) 하는 것을 보았다. 동쪽에서 올라온 다른 천사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계 7:3)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외쳤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사업을
가리킨다. 어느 지역에서나, 악의 구름을 물리쳐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일할 은혜의
해를 몇 년만 더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경건한 남녀들에게는 넓은 범위에 걸친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세상의 모든 지역으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여호와의 율법을
불순종하는 일에 대하여 경고를 선포할 때까지 천사들이 네 바람을 붙들어 주시도록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자.(교회증언 5 권, 717-718)
평온한 시기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마지막 때의 재난의 시기를 위해 준비하게
할 것이다 — 그리스도의 종들은 심문을 받을 때에 고정된 답변을 할 준비를 하지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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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다. 그들의 준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귀중한 진리를 간직하는 중에
이루어져야 하며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하였다.
그들이 심문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요긴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실 것이었다.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힘쓰는 자는 심령에
힘과 능력을 얻을 것이다.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함으로써 얻은 지식은 적절한 시기에
기억 속에 번개같이 떠오를 것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정통하게 되기를
등한히 하고 시련 가운데서 당신의 은혜의 능력을 전혀 시험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리라고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날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후에 그를 의뢰해야 할 것이었다.(시대의
소망, 355)
우리는 이 세상 역사의 가장 엄숙한 시기에 살고 있다. 지상의 무수한 사람들의
운명은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우리의 미래의 행복과 다른 영혼들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에 의하여 좌우된다. 진리의 영으로 지도 받을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써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심판의 광경에 대하여 많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물에 대하여 깊고, 산 경험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한 순간도 허비하지 말아야 한다. 참으로 중대한 사건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사단의 요술에 걸려 있는 땅에 처해 있다.(각시대의 대쟁투,
601)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로와 지연(遲延)과 주림에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받을지라도 쇠약해지지 아니할 믿음이 필요하다.
그때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은
끈기 있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그의 승리는 줄기찬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증이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그가 성공한 것처럼 성공할 것이다. 자아를 기꺼이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꾸준하고 열렬하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자들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임을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에 밀려올 때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각시대의 대쟁투, 621)
끝까지 보호책이 될 기도 — 투쟁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아니하면 거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영혼의 요새를 약화시킬 환경을 만들 것이다.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 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 생명이 지속하는 한 확고한 목적으로써 애정과
정욕을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지 않고서는 한 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순결의
방벽이 된다. (Pr 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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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지 속된 것 … (은)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계 21:27)므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모두 다 필사적인 노력으로 좁은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자들 중 아무라도 절망에 빠져 포기할 필요는 없다. 한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노인들이 정욕의 제단 위에 그들의 정조를 바침으로 저희의 영혼들을
더럽혔을지라도 만일 저희가 회개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들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고 선언하신 주께서는 또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사 55:7)는 초청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저희의
패역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리”(호 14:4)라고 선언하신다.(선지자와 왕, 8384)
소그룹이 최대의 위험의 시기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 경건의 누룩은
그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았다. 교회의 위험과 침체가 가장 클 때 빛 가운데 서
있는 적은 무리는 땅에서 자행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게 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특별히 그들의 기도는, 교회를 위하여 드려질 것이다. (Pr 277.1)
이 성실한 적은 무리들의 열렬한 기도는 허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복수하는 자로 나오실 때, 그분께서는 또한 믿음을 순결한 그대로 보존해 오고
스스로를 세상에서 더럽히지 않고 지켜온 모든 자들의 보호자로 나오실 것이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실지라도 당신께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한을 갚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은 이 때이다.(교회증언 5 권, 209-210) (Pr 277.2)
늦은비 시기에 성령을 위해 기도하라 — 우리는 형식이나 외적인 조직을 의지할 수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깨워 주시는 감화력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슥 4:6)라.
쉬지 말고 기도하며, 그대의 기도에 일치하는 행함을 통해 깨어 있으라. 기도드릴 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지금은 늦은비의 때, 주님께서 당신의 영을 크게 베풀어
주실 때이다. 기도에 힘쓰며, 성령 안에서 깨어 있으라.(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512)
최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유일한 안전인 기도 — 나는 어떤 이들이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용모는 창백했고 깊은 근심의 빛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적 고민에 시달리고 있었다. 확고하고 진지한 빛이 그들의
얼굴에서 반사되었고 그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증거로 환하게 빛나기도 했으나 또 다시 전과 같은
엄숙하고 진지하며 근심 띤 빛이 그들을 뒤덮곤 했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 주위를 배회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고
그로 인해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께 불평을 털어놓도록 유인하였다. 그들을
위한 유일한 안전책은 그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두르고 있는 악한 천사들의 치명적인 영향을 물리치고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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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했다. 그들은 또 그 짙은 흑암을 흩어버리기 위하여 그들의 날개를 끊임없이
펄럭이고 있었다.
기도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진지하게 부르짖고 있을 때 때때로 예수께로부터
한줄기의 빛이 나와 그들을 비춰 주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해 주고 그들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었다. 어떤 이들은 이 고민하며 부르짖는 일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았다. 그들은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을 두르고 있는 어두움을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것들이 오히려 먹구름처럼 그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로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기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므로 스스로를 돕는 모든 자들을 도우려고 분주히 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분의 천사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섰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을 볼 수 없게 되었다.(초기문집, 269-270)
하나님의 백성들은 야곱이 했던 것처럼 최후에 기도하고 승리할 것이다 — 야곱과
에서는 두 계층을 대표한다. 야곱은 의인을 대표하고 에서는 악인을 대표한다. 에서가
4 백인을 거느리고 야곱에게로 나아간 것을 알았을 때에 겪은 야곱의 고민은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의인을 죽이라는 법령이 내릴 때의 환난을 예표하는 것이다. 악인이
그들을 둘러쌀 때에 야곱과 같이 저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아무런 피난처도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고민으로 가득 찰 것이다. 천사가 야곱 앞에 이르자 그는 천사를
단단히 붙들고 밤새도록 그와 더불어 씨름하였다. 의인들도 역시 저들의 환난과 고민
중에 야곱이 천사와 더불어 씨름한 것처럼 기도로써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할 것이다.
야곱은 깊은 고민에 싸여 에서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밤새도록 기도하였다.
의인들도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를 둘러싼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고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야곱은 자기의 무가치함을 고백하였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옵니다. “의인들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저희의 무가치함을 깊이 깨닫고 많은 눈물을 흘리며 저희의 지극히
보잘것없음을 고백할 것이요, 야곱처럼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회개한 죄인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세우며 간구할 것이다. (Pr 279.1)
야곱은 고통 가운데서 천사를 굳게 붙잡고 놓아 주지 않았다. 야곱이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때에 야곱을 시험하고 입증하기 위해 천사는 그에게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며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였다. 그와 같이 의인들도 환난의 날에 그들의 굳센
믿음과 인내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를 나타내 보이게 될 시험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다. (Pr 279.2)
야곱은 그냥 돌아설 수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그의 자비심에
호소하였다. 야곱은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이미 슬퍼하고 회개한 것을 말하고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탄원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밤이 새도록 간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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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잘못을 생각하면 거의 절망 상태에 빠졌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멸망당할
것을 알았다. 그는 천사를 붙잡고 이길 때까지 애쓰며 간절히 호소하였다.
의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이 저희 과거의 일들을 회상할 때에
소망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활(死活)이 달린 문제인 것을 깨달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것이며 또 저희의 많은 죄에 대해 지난날의 탄식과
겸손히 회개했던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나아가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가리킬 것이다. 이와
같이 저들의 간절한 탄원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상달될 것이다.(살아남는 이들, 9798)

교재 2
“실지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중보기도
존 폴린 / 로마린다대학 종교대학장

중보기도는 우리에게 유익하다
앞에서 중보기도가 다른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는 반면, 기도하는 사람은 높
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기도는 하나님을 자동판매기 관점에서 볼 때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중보기도가 사탄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정적 관심을 불러일
으킨다면, 우리에게는 그 댓가가 가치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의 맥락에서 오는 영적 위험을 상쇄시키는 중보기도의 세 번째 차원이 있다.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 할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
이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할 때, 그들
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과격한 감정을 지속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 한 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 가까이에 가져다준다.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
의 사랑을 느낀다. 우리가 길을 잃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도 우리를 변화시킨다. 기도
하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혜택이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 할 때, 우리
는 우리 자신도 같은 식으로 받는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용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용서를 더 잘 느낄 수 있게 된다.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울 때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
처를 줄 때 용서받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
님과의 관계가 자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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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가 함께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 우리
자신은 축복받은 것이다. 또 다른 중보기도의 이익은 우리가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그의 적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과 점점 닮아 간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기도 해야 한다는 모범을 보
이셨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그들의 상황에 대한 주님의 관심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다. 가
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를 통해 우리가하는 일이 세상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깨
달을 때 우리는 엄청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모든 세대에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변화를 가져올 삶에서 성취감의 필요성이다. 중보기도는 변화를 일으키
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이다.
한 예를 함께 나눔
몇 년 전 나는 우리나라의 여러 지역을 여행하면서 12세 때 나에게 침례를 주신 목회
자께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다. 어렸을 때 나는 항상 사역에 경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
는 항상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를 취했지만, 아이들에 대한 조용한 우정이 있었는데 그
것이 항상 나를 매료시켰다.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는 80 대 초반에 은퇴했고 나는 그가 사는 곳 근처에 머무르
고 있었다.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지 알지 못한 채 전화를 했다.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무었을 하고 계신지 물었다.
나는 그의 대답에 대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아무것도! 나는 아무것도하
지 않는다! "그가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하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쓰
레기와 같다!
매일 나는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하지 않고, 단지 내일이 오기를 기다린다. 때로는 30
분 정도 정원에 나가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앉아서 아무것도하지 않는다. 나
는 주님께서 나를 집에 데려가 쉬게 하기를 기다린다. "나는 어리둥절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할 지 몰랐다. 나는 인도를 간구하는 기도를 올린 후 한 가지 생각이 들었다. 나
는 그가 여전히 기도하는지 물었다. 물론 이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중보기도가 변화
를 준다는 것을 아느냐고 그에게 물었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에게 내
가 가는 곳마다 나의 사역과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내 사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 왔는지에 관해 이야기했다.
나는 그의 몸이 주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고 말했다. 그는 총회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었고, 주님은 그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음을 아신다. 그는 합회 회장을 위해서 기도 할 수 있다.
나는 그 교회 행정관들은 매우 바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했고 그
지역에서 일하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바빴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기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 지역에서 주님의
대의를 위해 기도를 할 시간을 가질 시간이 있었다.
나는 이 장에서 읽은 것들 중 몇 가지, 다시 말해 중보기도가 내 경험의 다양한 점에
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켰는지 그분과 공유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통화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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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나는 그의 목소리에 들어온 미소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때 그는 점점 더 흥
분하고 희망감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는 주님께서 기도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시간을 주셨다고 믿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 가장 좋은 날은 이미 지나갔다고 느끼기 쉽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
신을 지금까지 지켜 주심은 아마도 당신의 최고의 날이 아직 앞에 있기 때문일 거다!
어쩌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부족하여 합회가 죽어 가고 있을 수도 있다. 어쩌
면 당신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열쇠일지도 모른다! "
전화가 끝날 무렵 그는 삶의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더 이상 주님이 그를 집으로
데려 가기를 기다리지 않았다. 주님은 이미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계셨다. 그의 삶은
이제 사명과 목적이 있었다.
중보기도의 개념이 가져올 수 있는 변화는 무엇인가! 당신 또한 "언덕 너머"에 있을
지 모른다. 나 자신도 그리 멀리 있지 않음을 안다. 내 전직 목사님처럼 나 또한 이 세
상에서 내가 어떤 변화를 낳고 있는지 때때로 생각한다. 나 역시 내 최고의 날이 지났
는지 생각한다. 나 또한 이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잊어버
린다. 영적 전쟁에서 차이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지닌 무기가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
는 명령과 통제이다.
기도 생활의 장벽
중보기도가 영적 승리의 핵심이라면, 왜 우리는 그렇게 조금만 하는가? 기도가 시간
낭비인가, 그것이 실제로 변화를 가져 오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존재라서 인가?
우리는 성경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정말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므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고 생각하는가? 이라크 인들에게 자립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물어보라. 주로 우리가
잊기 때문에 중보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는가?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지만 잊어버리니
까? 우리는 기도 할 때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할 것을 다짐 할 때마다 어린 아이처럼 산
만하게 되는가? 아니면 다른 긴급한 일의 횡포인가?
"그렇다. 조금만 있으면 곧 기도 할 것이다. 나는 지금 바쁘다. 그러나 다음 주에 나
는 시작할 것이다. 나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일 마감 기한이 있어서
지금은 안 된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마지막으로 그리고 최소한으로 해 버리는 그러한 깊이 배어든 습
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중보기도는 우리가 세속에 노출되는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시되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실재하심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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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을 위해 우리의 연민이 기도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세상의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있는 염원은 결국 실패 할 것이다. 나 자신도 여러 번 이 분야에서 넘어졌
지만 몇 년 동안 나는 도움이 된 몇 가지 전략을 배웠다.
함께 기도하는 법을 알자
중보기도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일은 기도를 위한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이는 다소 초보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하다. 가능하면 매일 매일 같
은 시간에 중보기도를 위한 특정 시간을 정한다. 최고의 영적인 훈련 중 하나는 매일
반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결국 습관이 된다. 습관이 되면 훨씬 쉬워진다.
두 번째 제안은 기도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지만 목록 작성에서 함정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싶은 이름의 긴 목록을 모으는 실수를 한다. 긴
목록을 만들기는 쉽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좋아하며 그
런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편안하지 않다. 그러나 명백한 현실은 긴 목록이 대부분의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최종 결과는 목록이 존재는 하지만 거의 관심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긴 목록을 되풀이해서 기도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일이 된
다. 적어도 시작은 목록을 짧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세 가지 이름은 아마도 충분할 것
이다. 특히 오래 동안 중보기도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더욱 그렇다. 목록 맨 위에는, 당
신이 알고 있는 가장 어려운 사람을 놓는 것이 좋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을 괴롭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이 주위
에 있을 때마다 당신의 위장을 휘젓는 사람. 당신의 감정과 필요를 고려하지 않은 사
람. 해당 경로의 모든 것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증기 롤러 같이 당신의 인생 동안 내
내 폭발하는 사람. 당신의 상사 또는 당신의 배우자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
다. 어떤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인식하는 것은 오만이 아니
다. 그 중 일부는 충돌하는 성격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은 다른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
는 것일 수도 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목록의 맨 위에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것에 대해 겸손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하신 것
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경험을 갖기를 바란다. 놀라운 일은 어려운 사람
을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난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사람에 대한 당신의 감정
을 변화시킨다. 당신의 목록의 상단의 이름과 함께 그 사람을 볼 때 더 유망한 유형의
몇 사람을 더한다. 바로 어떤 결과를 보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당신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생기면, 당신의 목록에 있는 한 명 이상
의 사람들을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으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다. 어떤 사
람들은 때때로 주목을 끄는 좀 더 긴 두 번째 목록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최초의
목록은 비교적 짧고 관리가 용이해야 한다.
일관된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도움은 결국 책임이다. 책임감이 없는 삶에 성공하
는 사람은 거의 없다.
예를 들어, 운동 프로그램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친구를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고 조깅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전투의 핵심은 아침에 알
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다. 침대가 너무 매력적이고 운동이 너무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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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때 당신은 당신의 친구가 10 분 안에 당신을 기다릴 것임을 기억한다. 그 약
속시간이 당신을 일어나게 한다. 그리고 당신이 제 시간에 있을 것을 약속하지 않았다
면 친구역시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책임감은 의지력이 약한 부
분을 대체 할 수 있는 충분한 강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결과는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다!
중보기도와 관련하여 책임은 어떻게 작용하는가?
몇 가지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3가지를 언급 할 것이다. 책임의 한 유형은 기도 모임
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다. 당신이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 할 시간과 장소를
정하라. 그룹의 단점은 잡담 및 기밀성 영역에 있다. 그룹은 주요 작업에 집중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룹의 장점은 공동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에 존재하
는 다양한 스타일과 관심사이다. 이것은기도의 초점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다른 유형의 책임은 기도의 파트너와 일대일로 팀을 구성 할 때 발생한다. 규칙적
으로 함께 모이는 것은 과제에 대한 책임을 제공한다. 주님과 공통된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특별한 유대 관계가 있다. 오직 두 사람만 있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잡
담 또는 부차적인 문제로 빠질 가능성이 적다. 그룹에서 가능한 것보다 더 깊은 수준
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하나 이상의 친구들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잘 되어 가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가장 좋은 책임은 단호한 친구와의 이해이다. 나는 단호한 친구들을
몇 명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단호한 친구가 무슨 뜻일까? 당
신이 필요할 때 당신과 맞설 정도로 당신을 걱정하는 친구를 말한다. 친구에게 아침에
7시부터 7시15분까지 매일 중보기도를 하면서 15분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가
정 해 본다.
당신이 그 사람에게 당신이 그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단호한 친구는 아침 7시 17분에 당신에게 전화해서 그 여부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그
런 종류의 친구는 기도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세 가지 형태의 책임은 우리
가 가지고 싶어 하는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도는 산을 움직일 수 있다
주(主)의 기도 계획(186쪽)에서 로드니 킹 (Rodney King)의 폭력과 경찰 관계자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진다. 1992년 4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뉴
욕시는 비슷한 문제를 예상했다.
TV 뉴스 종사자들은 이 이야기를 다룰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폭동 대신에, 뉴
스 팀은 온통 사람들을 발견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일어나기 1 개월 전 뉴욕
시의 여러 목회자들은 도시를 대표하여 기도 공세를 시작하라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교회는 밤에 열리며 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하여 도시를 위해 기도했다. 사람들
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인종적 조화를 위해 기도했으며 뉴욕을 대신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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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보호를 기도했다. L.A. 폭동이 발생한 다음 날, 8 개의 기도회 콘서트의 주말에
는 300 개의 메트로교회가 참여했다. 그리고 폭동 보다 평온이 우세했다. 처음 참여한
사람들이 알아 챈 것 보다 훨씬 더 장기적인 결과가 있을 수 있다. 지난 10 년간 범죄
통계가 놀라 울 정도로 하락하여 뉴욕시는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 중 하나가되었
다.
나는 18년 만에 돌아온 이번 여름에 도시의 분위기가 바뀐 것을 감지했다. 밤에 혼자
걷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보았다. 내가 살았던 60년대와 70년대에는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변화는 놀라웠다. 많은 사람들이 뉴욕시의 변화를 시장과 범죄 투쟁
의 새로운 철학으로 돌렸다. 그러나 최근 사건은 뉴욕시 경찰이 로스앤젤레스 경찰처
럼 실수를 저질렀음을 보여준다. 다른 사람들은 인구 통계 추세를 변화의 이유라고 언
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추세를 가진 시카고나 LA에서는 뉴욕과 같은 놀라운
효과가 없었다.
두 가지 요소 모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도
에 대한 도시 차원의 헌신이 경찰과 인구 통계학만큼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 큰 영
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마도 함께 기도하는 도시가 함께 견뎌낸다! 왜
하나님의 명령과 통제가 콜린 파월보다 덜 효과적이어야 하는가?
점점 더 나는 내 삶과 사역이 만약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전적으로 낭
비가 될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많은 재능을 주셨지만, 나는 해
가 지날수록 내 능력에 대해 점점 더 확신을 갖지 못한다. 나는 기도가 영적 문을 열고
영적 산을 움직이는 열쇠라는 것을 점점 더 많이 보게 된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위해 기도하는 아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사람들 중 한 사람이다. 그녀와 더불어 6
개 대륙에 많은 다른 사람들이 나와 내 사역을 위해 기도해주기로 결정했고 나는 그
변화를 상상하기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의 지휘 및 통제 팀의 핵심 플
레이어로 부르시고 싶어 하실 지도 모른다. ( 역:류복례 편집:석정관)

교재 3
“영의 세계와 그 투쟁”: 제 8 장 욥기를 통해서 계시한 진리
김 명 호 / 전,삼육대교수

사단 루시퍼가 하는 일을 이야기하면 욥기의 기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
각한다.
욥기는 1장부터 사단의 활동이 등장한다. 그 장면을 읽어보자.
[욥 1:6~11]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7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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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 저기 다녀왔나이다 8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
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
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9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
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
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11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
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단이 어떻게 여호와 앞에 왔는지는 이미 저 앞에 어디서 이야기했다.
이 장면에서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참소한다. 그 논리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논리
이다. 원인이 있으니까 보답이 있다는 말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욥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복을 주시니 또 욥이 여호
와를 정성을 다하여 경배하고, 그렇게 하니 여호와께서는 또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
렇게 순환하는 것이 아닌가? 순환논리를 편 것이다.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재앙을 내리시면 욥이 여호와를 욕할 것이라고 말한다.
여호와께서는 사단의 이 논리를 반박하지 않고 사단이 주장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욥을 두고 시험해보라고 하신다. 사단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신나게 나아가서 욥에게
재앙을 쏟아 붇는다. 그래도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다급해진 사단은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욥의 몸을 쳐서 병들게 하면 욥이 하나
님을 원망하고 떠날 것이라고 참소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
하신다. 사단은 또 신나게 욥이 병들게 하였다. 그의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
라고 해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이제 사단은 욥의 절친한 친구들을 동원하여 욥을 공격한다.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
는 논리가 바로 사단의 논리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 이것을 놓치면 욥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
친구들이 와서 욥의 참담한 모습을 보고 7일간 말없이 욥 곁에 앉아 있기만 했다. 얼
마나 무거운 침묵이었는가! 그 침묵의 무게는 욥의 고통을 더 무겁게 하고 있었다. 욥
은 드디어 탄식한다. 그것이 욥기 3장이다.
욥기 3장을 읽으면 필자의 생각으로는 욥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그 사상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25,26절 내용이다. 24절부터 읽어보자.
[욥 3:24~26]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
나 25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
나 26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욥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했다는 말인가? 지금 욥은 재산을 다 잃었고,
자녀 십남매를 다 잃었으며 자기 몸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심한 고통을 당
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라고 탄식하였으니 그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것이 바로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사상은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하는 말들 속에 간간히 번득이고 있다. 다음 구절
들도 욥의 이런 마음이 쓰며 있는 구절들처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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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욥 19:6]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
지니라. 7 내가 포학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
구나 8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9 나의 영
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10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
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11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
나 12 그 군대가 일제히 나아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욥 21:6] 내가 추억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욥 23:11~17]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
니하였고 12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
씀을 귀히 여겼구나 13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
를 두려워하는구나 16 하나님이 나로 낙심케 하시며 전능자가 나로 두렵게 하시나니
17 이는 어두움으로 나를 끊지 아니하셨고 흑암으로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음
이니라.
욥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공경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하
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다.
[욥 27:2] 나의 의를 빼앗으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가
리켜 맹세하노니.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
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개정판)
왜 이런 일을 당할 가봐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을까?
욥의 이 독백으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바탕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고 생
각한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재앙을 받을까 늘 두려워했던 마음
을 드러낸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욥의 사상은 바로 사단이 하나님께 참소한 그 내용이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이유가 재앙을 받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누리려는 것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을 거슬러서 재앙을 받을까 늘 두려워하고 무서워한 그것
을 지금 당한다고 생각하고 하소연한 것이다.
이렇게 독백을 하고 난 후에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충고와 권고와 위로
를 겸한 말을 한다. 그 내용은 욥이 재앙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엘리바스의 논리도 욥과 다를 것이 없다. 권선징악(勸善懲惡) 인과응보(因果應報) 신
상필벌(信賞必罰)의 논리이다. 이것은 사단이 부추기는 논리이다. 엘리바스뿐만 아니
라 빌닷과 소발도 똑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사단이 주장하는 논리는 바로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도덕
론의 가장 기본적인 논리를 전개한 것이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동의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겠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
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다. 이 나무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일을 떠나서 사단이
제시하는 선악을 분별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한 이름으로 생각된다.

IAPC2017

125 / 140

사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생명의 작용으로 생활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이 생명이 없으면 죽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비오스’를 허락하셔
서 호흡이 있는 동안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구속 사업으
로 아담이 죽은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셔서 옛 뱀 사단 마귀인 루시퍼를 없이할(히
2:14) 수 있게 하셨을 때, ‘비오스’로 생육한 아담의 후손들이 예수 안에서 다시 ‘조에’
를 회복하여 회복된 그 사람들이 땅에 충만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비오스’로 수명을
주신 것이다.
루시퍼는 ‘비오스’로 수명을 유지하고 있는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 선을 행하면 결
코 죽지 않는다고 믿게 하였고 악을 행하면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하며 산다고 믿게
하였다. 곧 인과응보요 권선징악의 교리를 만든 것이다.
창조주께서는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면 그 생명이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아신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
으면 그는 선악의 개념을 굳이 나타낼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 자
체가 선이기 때문이다. 그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이 되었는데, 이 사망에서 스스로
생명을 얻어서 ‘결코 죽지 않는’ 영생을 얻으려면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것이 도덕과
종교가 가르치는 것이다. 만일 악을 행하면 영원한 불에서 영원히 고통 중에 사는 것
이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사단의 논리는 선인이나 악인이나 다 영생한다는 논리이다. 영생하는 환경이 다르다.
선인은 행복한 중에 영생하고 악인은 지옥불 속에서 고통 중에서 영생하는 것이다. 결
국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성경은 죽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
다고 분명히 계시하였다.(딤전 6:16) 그런데 사단은 모든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데 다
만 선을 행하면 행복한 영생을 하고 악을 행하면 불속에서 고통 받으며 영생하는 것이
다르다고 가르친 것이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면 모든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죽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가르친 성경을 정면으로 부인하
는 것이다.
욥은 사단의 이 논리를 믿고 있었다. 욥의 친구도 이 논리로 욥을 설득하고 있다. 욥
기 처음에 사단이 하나님께 항의한 바로 그 논리이다.
하나님이 이들의 논리를 들으실 때 참 답답하시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욥은 지금 자기 신앙에 대하여 회의에 빠져들었다. 그는 정말 두려움으로 여
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욥 23:12) 그런데 이런 재앙을 받는다. 그러
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섬겨야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잘못 섬겼
는가? 하나님 직접 대답해 주십시오. 이런 넋두리가 욥의 넋두리다.
욥은 이런 재앙을 받을 일을 한 일이 결코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자기를 도덕적
죄인으로 몰아붙이는 세 친구에 대하여 변명하고 공격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하
소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자기가 하나님께 재앙 받을 일 한 것을 일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 보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잘 인용하는 구절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는 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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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원문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보면 자기가 정금 같다는
것을 아실 것이라는 뜻이다.
욥기 23장 10절을 새 번역과 공동번역은 제대로 번역했는데 여기 옮겨보면 이렇다.
[새번역]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
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공동번역]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시다니.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
처럼 깨끗하리라.”
이런 욥의 독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라는 원
망이 서린 것이다.
욥의 이런 정신을 엘리후는 잘 간파했다. 그는 욥을 책망하면서 욥이 자기가 하나님
보다 의롭다고 말한다고 나무랐다.
[욥 33:9~11]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10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11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 34:5,6]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6 내가 정직
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욥 35:2,3]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네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
여 3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엘리후는 욥이 하는 긴 말을 인내로 듣고 욥이 하는 말의 속내를 간파한 것이다. 엘
리후가 하는 말은 욥의 사상을 아주 정확하게 찝어낸 것이다. 이런 엘리후의 이해를
하나님께서 동의하신 것 같다.
[욥 40:8] 네가 내 심판을 폐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
냐.
35장 2절에 기록된 엘리후의 말과 40장 8절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같은 의미가
아닌가?
욥은 27장부터 31장까지 긴 사설을 늘어놓는데 그것은 자기가 얼마나 도덕적인 사
람인지를 드러내는 내용이다. 도덕적으로 그는 의인이라 허물이 없는 자였다. 욥기 1
장, 2장에 사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이것을 인정하였다.(욥 1:8, 2:3) 그처럼 욥
은 도덕군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땅히 그에게 복을 더하셔야 하는데 이런
재앙이 왠 말이냐는 것이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욥에게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설
명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자기의 도덕성을 앞세우면 그 종교는 상벌종교
가 된다. 도덕성을 강조하는 곳에는 반드시 상벌이 있다. 잘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줘
야 하고 잘못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해야 하는 것이다.
모든 도덕론적 종교에는 반드시 형벌 도구가 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이 지옥은
악한 사람들이 죽은 후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그 영혼들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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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을 받는 장소이다. 이런 지옥은 불교에도, 천주교에도, 대부분의 개신교에도 다
있다. 불교에는 지옥 외에 환생의 교리도 있다. 이것은 힌두교 교리가 불교에 남아 있
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환생이란 선한 사람은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난다는 주장이다. 모든 사람은 업보를 따라서 선한 사람은 더 훌륭한 사람으
로 환생하고 악한 사람은 축생, 즉 짐승이나 벌레로 환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전생(前生)이 있다고 믿는다. 즉 현재의 사람으로 태어나
기 전에 그 영혼이 들어가 있었던 전의 생활이 있었는데 그 생활의 업보를 따라 현생
의 사람으로 환생했다고 믿는 것이다. 그리고 현생의 업보를 따라 내생이 결정된다고
믿는 것이다. 윤회환생 사상이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영혼불멸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진
교리들이다.
영혼불멸설은 이 세상에 만들어지는 모든 거짓사상의 온상이다.
도덕론적 신앙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인과응보 신상필벌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은 도
덕성을 고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사단 루시퍼가 여호와 하나님께 제기한 바로 그 논리이다. 그는 욥이 하나님을 잘 공
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잘 되도록 복을 퍼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하
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잘 공경하니 하나님이 산울
로 둘러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산울이라고 번역한 말은 ‘수크(&Wc)’인
데 ‘울타리’라는 말이다. 이것은 욥 당시에 비나 바람, 그리고 맹수로부터 가축(또는 재
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운 가시나무울타리를 뜻하는 말이다. 사단의 이 말은 하나님
이 욥을 가시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을 상징하는 표현
으로 사용한 것이다.
하나님과 욥의 관계는 이렇게 도덕적인 상벌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욥이 여호
와 하나님을 그처럼 신실하게 공경하는 것이라고 사단이 주장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
누군들 여호와를 공경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도덕론적 인과응보 신상필벌의 관계가
욥의 신앙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미 욥기 3장 25,26절에서 본 대로 욥이 그런 사상 위에 자기 신앙이 서 있다는 것
을 드러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욥은 사단이 자기를 그렇게
참소한 사실은 전혀 모른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니까 욥이 당하는 재앙의 배후를 알지
만, 당사지인 욥이나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은 그 배후를 모른다.
이런 이유로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성경주석가들은 욥기를 의인의 고난에 대한 하나
님의 대답이라고 말한다.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을 사단의 참소로 오는 것이라고 가르
쳐준다는 것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욥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 욥이 의인이라는 것도
하나님을 공경하며 그분의 말씀을 잘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것
은 성경의 기본 사상이 아니다.
성경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가 선하고 의롭기 때문이 아니다. 예수 그리
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의라고 한다. 이 생명이 없
으면, 즉 ‘조에’가 없으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하고 의로워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죽은 자는 의롭지 않다. 산 자 곧 생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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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에 속하는 것이다. 존재와 생명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로 되는 것이다. 그것
이 의(義)다. 이런 의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다.(사 45:8)
그러므로 욥이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기초가 올바르
지 못했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 신앙관이, 또
자기의 신관(神觀)이 잘못된 것을 깨달아야 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에게 뿐만 아니라 훗날 우리들에게도 영원한 복이 되는 참된 신
앙관 올바른 신관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필자의 이 말은 욥기가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런 뜻이 포함되기는 했을 것이다. 그러나 책의 계시의 진정한 내용은 바른
성경적 신앙관과 성경적 신관을 깨닫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이다.
욥이나 욥의 세 친구나 종내에는 엘리후까지 성경의 삼위일명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
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그들의 신앙관은 어디까지나 도덕론에 근거되어 있다.
본의 아니게도 그들은 사단의 논리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다. 사단이 그처럼 세상을
교묘하게 속이고 있기 때문이다.
사단은 도덕론으로 세상을 지배한다. 그는 태초에 아담 부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단은 자기 입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라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제 삼아 사람
을 그 말씀에서 떠나도록 유혹한 것이다. 마침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자 도
덕적으로 선을 행하면 영원한 행복으로 영생한다고 속이고 도덕적으로 악을 행하면
영원한 고통 중에 영생한다고 속인 것이다.
사람들은 이 속임수에 놀아나고 있다. 종교가 가장 앞장서서 놀아나며 거짓교리를
진리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영혼불멸을 믿는 모든 종교가 그렇다. 점쟁이와 무당과
박수와 술객들을 내어 쫓고 살려두지 말라고 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
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신봉하는 그것을 신학적, 철학적으로 논리화하여 멋
진 포장으로 사람들에게 선전해서 사단보다 한술 더 뜬 속임을 자행하고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경의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아주 확실하고 강력하게 가르
치셨다. 그분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
오늘날 소위 여성신학을 부르짖는 신학자들은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는 남성 우위 시
대였기 때문에 성경은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서 하나님을 남성인 아버지로 묘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어머니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 아
버지 어머니(Parents)라고 기도하기도 한다. 참 그럴 듯하게 보인다. 성경의 하나님,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문화의 영향으로 만대에 진리가 될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겠는가? 참 어처구니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은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세상문화의 시류를 따라 말씀하시는 분으
로 여기는가? 물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
셨지만 근본적인 진리는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성경의 신관, 예수께서 오셔서 분명히 가르쳐주신 창조주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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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라는 칭호에는 존재와 생명의 근원이라는 진리가 들어 있다. 모든 인류는 하
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구약성경에도 이 사상이 있
다.(신 32:6)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이 진리를 친근하게 가르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도덕적 관계 이전에
생명관계이며 존재관계이다. 생명관계는 혈연관계다. 혈연관계는 도덕론적 관계보다
우선한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도덕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람들은 주
로 이해관계로 교제한다. 상업거래는 더더욱 그렇다. 거의 모든 친교와 거래 관계가
도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가족관계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도덕성을 초월한다. 부모가 자식에 대
하여 가진 애정은 도덕성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덕성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는다. 자식이 약하고 못났을 때에 오히려 더욱 큰 연민을 가지고 대한다. 자식이 악
해도 부모는 그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악에서 헤어 나오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이것이 부모의 진정한 모습이다. 현대에 와서 너무나 타락해서 부모가 부모
노릇을 포기하고 자녀가 자녀노릇을 포기한 상태가 너무 잦아서 할 말이 없는 상태가
되었지만 원래 부모와 자녀 관계는 도덕성 이전의 혈연관계 생명관계 존재관계이다.
성경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계시하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을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라고 강하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도 근본 하나님과 동등이신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사 9:6)
이셨지만 인간을 다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회복하려고 영존하신 아버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취하시고 세상에 오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몸
소 보여주셨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줄 알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고백하는 사람
은 예수께서 아버지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고백하는 사람의 아버지도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래서 “이에 저희가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
았으리라.”(요 8:19)고 하셨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
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
를 보이라 하느냐”(요 14:9)고 하셨다. 요한은 이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았다. 그는 “아
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요일 2:23)고 가르쳤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자관계는 도덕성을 초월한다. 도덕성 이전의 생명관계 존재관
계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관계를 깨닫기를 원하셨다. 이 관계를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욥은 여호와 하나님을 도덕관계 이해관계의 대상으로 공경하고 경배한 것이
다. 이것은 치명적인 죄이다.
성경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죄인들에게 너그러우신 것은 그 죄인들이 자녀들이기 때
문이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께서 효자로 사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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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럼 살게 되기를 기대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다.(출 34:6) 베드로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벧후 3:15)고 하였다. 주께서 천년
이 하루 같이 하루가 천년 같이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 자녀가 다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다.
도덕관계는 잘못하면 형벌이 가해지지만 부자관계에서는 잘못하면 징계를 하지만
그것은 형벌이 아니다. 교화를 위한 아버지의 아픔이다. 십자가가 바로 이 사실을 가
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엘리후의 긴 훈계가 끝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에 임하셔서 욥에게 직
접 말씀하신다.
[욥 38:1~4]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2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3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4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
았거든 말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시는데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다. 폭풍 가
운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것은 천연계를 주관하시고 섭리로 모든 피조
물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4절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
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욥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다.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는 질문이 85개쯤 된다. 정
말 폭포수 같이 질문하신 것이다. 욥이 결코 하나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이 첫 질문에 욥이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라는 말밖에 할 말
이 있었겠는가? 창조주와 욥의 존재관계를 강력하게 내비치는 질문이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무슨 불만이 있어서 투덜거리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묻는
것과 흡사하다. ‘내가 네 엄마와 결혼할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때는 없었다. 없었
는데 부모가 그를 존재하게 했다. 존재관계, 생명관계, 혈연관계가 성립된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물으신 것이다. 그리고 41장까지 욥이 투덜거리며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원했던 도덕적 관계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의 섭리에 대한 내용을 질문으로 쏟아내신다. 욥이 9장에
서 한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 마디에 한 마디도 대답하지 못
하리라.”(욥 9:3) 진정으로 그렇다.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알 것인가? 당장 자기 내부
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온전히 알 것인가? 소발의 고백이 바로 그렇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욥 11:7)
그렇게 말하면서도 소발이나 빌닷이나 엘리바스가 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욥을 공격했다. 그래서 욥은 그들을 번뇌하게 하는 위로자라고(욥 16:2)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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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었다. 자신들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위하
여 친구를 정죄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들도 철저히 하나님과 도덕론적 관계만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창조세계를 주관하고 운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묻는다. 이것은
자녀를 돌보고 공급하는 것이 누구냐고 묻는 부모의 질문이다. 욥이 호흡하고 활동하
고 경영하는 모든 것이 그를 존재하게 하시고 생활하도록 돌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라는 것을 완곡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심오한
천연계의 비밀들을 조금씩 내 보이시고 인생의 깊은 사정을 생각하도록 이끄셨다.
욥은 드디어 깨달았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관과 신앙관과 종교관이 얼
마나 엉터리였는지 깨달은 것이다.
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로
대답한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욥
38:2)고 물으셨다.
욥은 42장에 와서 이 말로 하나님께 아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
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
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욥 42:3)
그렇다. 우리는 자주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 성경진리에 대하여 더욱 그런
지도 모른다. 필자가 이렇게 열심히 글을 쓰는데 이 논리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
게 하는 논리가 될까 심히 두렵다.
욥기는 구약성경에 강렬하게 계시한 세 천사의 기별이 아닌가 생각한다. 여기서 창
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강하게 증거한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관계는 도덕적 관계 이전의 존재관계, 생
명관계, 혈연관계라는 것을 강하게 가르친다.
생명관계를 생각해보라. 생명을 주시는 분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을 잃는다.
우리 시조 아담 부부가 바로 그랬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진리를 욥에게 말씀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
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 3:19)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는데, ‘네가 네 아내의 말
을 듣고 내가 더러러 먹지 말라 명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으니’ 19절에 ‘너는 흙으로 돌
아갈 것이니라.’하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죽는 것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
가? 그것은 여기 말씀하신 대로 너는 흙에서 취하였으니 흙이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
간다. 이 말은 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말씀이다. 아담 부부는 흙으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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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창조되지 않은 것과 같이 되는 것이 죽
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그 영혼을 먼저 창조하셨다가 흙으로 사람을 만드
시고 그 영혼을 흙으로 만든 몸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다.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
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령이 된 것이다. 사람 자체가 산 영혼이 되었다는 말이다.
영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죽은 것이다. 창조되
지 않은 것과 같이 된다는 말이다. 창세기 3장 19절만 바르게 알아도 영혼불멸이라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않을 것이다.
욥은 이런 존재관계 생명관계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지지 못했다. 그는 자기가 그
냥 살아있는 존재로 알았던 것 같다. 욥은 생명과 호흡이 관계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
고 있었다.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욥 7:7) 또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
나.”(욥 9:18) 여기 숨이라는 말과 위의 호흡이라는 말은 다 ‘루악흐’이다. 그래도 욥은
여호와 하나님과 생명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가 도덕론적 관계 이전에 존재와 생명관계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한다.
[욥 42:3~6]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4 내가 말
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 내가 주
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삽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6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친구들과 논쟁을 하는 동안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는 도덕적 의인으로 주장하
였다. 엘리후의 말대로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취급하신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자기의 주장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것임을 고백한다. 그는 전에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했다고 말한다. 즉 지금까지
자기가 주장한 말은 하나님께 대하여 들은 것을 기초로 말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도 그렇지 않은가?
이제 욥은 사람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 그것을 욥은
눈으로 주를 뵈옵는 다고 말한다.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봤을 것
이다. 그러나 그 형상을 봤다고 할 수 없다. 38장 1절에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말씀하셨기 때
문에 욥이 하나님의 모습을 눈으로 봤다고 보기는 힘 드는 장면이라고 생각된다. 욥이
눈으로 뵙는다고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므로 직접적
인 계시의 경험을 했다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바르게 깨
달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 아니라 직접적인 계시로 깨달은 것이다. 그는 재
에 앉아서 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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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는 욥의 회개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관 하나님관이 욥과 같은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의 도덕성에 시선을 집중하고 자기가 행한 선한 행실을 보는 동안
욥과 그 친구들의 논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와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존재와 생명관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혈연관계라는 것을
깨달으면 두려워서가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경배하게 될 것이다. 효도하는 자녀들
이 되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의 실상이다.
역사의 종말에 세 천사의 기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 곧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회복하라고 권고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
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된다. 거듭난다
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얻었다는 뜻이다. 세 천사의 기별의 첫째 천사의 기별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안식일을 부인하는 것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
함의 믿음을 저버리고 영혼불멸을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과 생명의 하나
님을 믿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버렸다. 교회가 이러니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역사의 종말에 있는 두 가지 큰 속임수를 우리는 알았다. 두 속임수가 다 엄청난 속
임이지만 교회나 교회 밖이나 다 함께 가장 크게 속아서 사단의 손에 놀아나게 하는
것이 영혼불멸설이다.
이 거짓 사상은 세상을 휘어잡고 세상에서는 무속인을 양산하고 기타 종교에서는 죽
은 후에 영혼이 가는 내세를 가르쳐서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지 못하게 한다. 세상이나 교회가 다 무너진 바벨론이 되었다.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재림성도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를 깨닫고 욥의 회개를 경험하여 인격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
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거듭날 수 없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일을 하시
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근거하여 하시는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친
다.
[벧전 1:3]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
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거듭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얻은 것이다. ‘비오스’로 살고 있으면서
그 내부에 ‘조에’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도 한 번 죽어야 한다. ‘비오스’가 처
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조에’가 현실이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
셨다.
[요 6:39,40]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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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
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거듭난 사람은 마지막 날에 다시 산다. 즉 부활하는 것이다. 그날까지 그들은 아무것
도 모르고 자고 있는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잔
다고 하였다. 이 잠은 오직 예수께서 마지막 날에 깨울 때만 깨어난다. 성경은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욥 14:12)고 분명히 말하였다.
그러므로 영혼불멸을 믿으며 몸은 죽지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은 절
대로 성경의 진리가 아니다.
욥기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
이 무엇인지 가르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아브
라함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는
분이시다. 곧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
람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재창조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 곧 일요일을 예배일로 지키지 말고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킴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죽은 자를 부
활시키는 것을 확신하고 영혼불멸설을 믿지 말아서 생명과 부활의 하나님을 경배하며
회복된 아브라함의 믿음을 지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행사를 하는 성도
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활의 생명으로 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시고 영의 사람으로 아신
다.(고후 5:14~17)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즉 ‘비오스’에 있
지 않고 ‘조에’에 있는 것이다.(롬 8:9) 이런 존재가 된 사람들은 생명으로 창조주 하나
님과 생명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이 이치를 깨닫는 사람은 강신술에 속을 일이 없고,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상을 잘
설명해서 거기서 나오도록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 된
사람들의 사명이다.
이것이 날마다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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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가: 216 장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Lift up the trumpet)
1. 나팔을 들어서 크게 불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나그네 기꺼이 노래하라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Lift up the trumpet, and loud let it ring: Jesus is coming again!
Cheer up, ye pilgrims, be joyful and sing: Jesus is coming again!
Coming again,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2. 산들아 울려라 큰 소리로 주 예수 다시 오네
죽임을 당하신 참 어린양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Echo it, hilltops; proclaim it, ye plains: Jesus is coming again!
Coming in glory, the Lamb that was slain; Jesus is coming again!
Coming again,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3. 땅들이 소리해 외치기를 주 예수 다시 오네
폭풍과 선풍은 긴 음조로 주 예수 다시 오네
다시 오네 다시 오네. 주 예수 다시 오네
Heaving's of earth, tell the vast, wondering throng
Jesus is coming again!
Tempests and whirlwinds, the anthem prolong;
Jesus is coming again!
Coming again,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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