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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쓰며 여러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에베소서 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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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언   

 

기적을 믿는 신앙   

   

성경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사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중에는 기적을 그 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에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록이 있는데 모두 

거짓말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는데 그런 말들 때문에 더욱 성경을 읽을 마음이 

없어집니다”라는 말을 들은 세계적인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답을 했습니다.  

  

“당신들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다 기적임을 

모르시나 봅니다. 사는 방법엔 두가지가 있습니다. 

기적이란 아예 없는 것처럼 사는 것과 모든 것이 기적으로 

알고 사는 것 두 가지요”라고요.  

  

기적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행여나 어떤 불행한 일이 

닥치지 않나 염려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기 쉽고,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남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오래 전 한국에서 저의 첫 목회 부임지가 경남 

하동이었습니다. 당시 연합회 총회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전남 구례에서 내려 마지막 버스 맨 앞의 

운전수와 마주 보이는 자리에 우리 네 식구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가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다리 위를 지날 때 

꽝하는 소리와 함께 운전기사의 비명소리가 나고, 버스는 

앞에 있던 가로수를 정면으로 박으면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버스는 언덕 아래로 굴러서 뒤집어졌고, 

바퀴는 펑크가 났으며, 갓난 아기를 안고 있던 제 집 

사람은 운전기사 밑에 깔려 있었습니다. 아수라장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앞에 깨어진 유리 사이로 

우리 두 아이를 끄집어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멋진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치 특종 사진을 찍는 기자처럼 집 

사람에게 사진을 찍자고 말했다가 “지금이 가족 사진 찍을 

때냐?”고 생전 처음으로 호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할 수 

없이 낭떠러지에 굴러 떨어진 사고난 차만 찍었고, 한참 후 

구조를 위해 온 트럭에 실려 하동으로 갔는데, 하동엔 

병원은 없고 보건 출장소 조수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비어있던 방에 들어온 우리 네 식구는 정신없이 쓰러져 

잠을 자다가 애들 소리에 깨어 보니 갓난 아기가 입은 속 

옷에서 자동차의 날카로운 유리조각을 잔뜩 꺼냈는데, 

아기 몸엔 상처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그 날 사고를 낸 운전기사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넓적 절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그가 “저는 목사님이 차를 타고 떠날 

때부터 계속 기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車에 모두 

20 여명이 타고 있었는데 단 한 사람도 다치거나 상처입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 경전여객 사장님께서 곧 

안식일교회에 가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절 로 교통사고 나지 않는 3 가지 방법에 해 

들은 적이 있는데, 첫째도 하나님 은혜, 둘째도 하나님 은혜, 

셋째도 하나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도 살려주시는 은혜는 더 크고, 사고로 죽어도 다시 사는 

은혜는 더더욱 큽니다. 혹 사고가 나서 죽거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그것 또한 은혜이며 기적입니다.  

  

길을 운전해 가는데 앞에 고양이 한마리가 지나갑니다. 

운전자는 멈추어 서서 고양이가 길을 다 건너기까지 

기다립니다. 고양이는 운전자가 자기가 길을 다 

건너기까지 기다려 준 것을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도 있었을 온갖 사고와 

위험 가운데서 참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잠시 마크 핀리 

목사님이 자신의 저서인 “삶을 변화시키는 13 가지 

비결”에 담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글을 맺으려 합니다. 

  

아마 제 생애에 가장 유별났던 경험 가운데 하나는 제가 

캘리포니아 주, 따우전 오욱스(Thousand Oaks, 

California)에서 47 년간 드렸던 기도의 결과를 목격한 

일일 것입니다. 1946 년에 보잉튼(Boynton)씨 부부는 

테헤란에 있는 이란 훈련원에서 선교봉사를 한동안 

했습니다. 거기에 러시아에서 온 16 세의 

루드 라(Ludmila)란 학생이 있었는데, 새로 부임하신 

보잉튼 목사님이 하시는 예수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란 찬송을 어로 

부르기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했는데, 침례받을 

결심을 할 찰라 그녀의 부모들이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잉튼 목사님은 눈에 눈물이 가득한 채로 루드 라에게 

계속 공부할 것을 권했습니다. “만일 러시아에 문이 열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면 꼭 참석해라. 내가 널 위해 

기도할거야”라고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47 년간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어를 

배우고 아름다운 소프라노 음성을 가진 16 세의 소녀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11 시간의 차이가 

있는 그 넓은 나라 어느 구석에 그녀는 살고 있을까? 

그녀에게 심겨졌던 예수님의 기별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꽃을 피웠을까? 아니면 무신론 국가인 공산주의의 차가운 

현실에 그만 사그라지고 말았을까? 47 년간 그는 

루드 라의 이름을 거명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년이 지난 1993 년 저는 모스크바의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전도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철의 

장막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폴 보잉튼(Paul 

Boyngton)이나 루드 라 티토바(Ludmila Titova)란 

이름은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제가 

강의를 끝내자 6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복장의 한 

여성이 제게로 왔습니다. 그녀는 제게 폴 보잉튼을 아는지 

아름다운 어로 물어 보았습니다. “그분은 47 년전 

테헤란에서 제게 성경을 가르쳐 준 분이십니다. 그분이 

제게 만일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집회가 

러시아에서 열리면 꼭 참석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려 47 년 전에 소개받은 예수님 때문에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전률을 했습니다. 그러나 

폴 보잉튼은 모른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몇 분간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는 종이 쪽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서 제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다음 날 

있는 마지막 집회에 그녀가 올 것을 기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팀은 그녀의 소식을 듣지 못한 채 모스크바를 뜨게 

되었습니다.  

여러 달이 지났고, 저는 It Is Written(기록되었으되) 

텔레비전 방송 후원자들과 함께 플로리다 주, 

올랜도(Orlando, Florida)에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회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방송국 직원 중 하나가 “저를 

가르치셨던 성경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오늘 아침 

기도하시게 하면 안될까요?”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물론이죠”라고 제가 답했는데, 폴 보잉튼 목사님이 

소개되었습니다. 저는 그 집회가 어서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자 마자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는 

목사님에 해 좀 아는 것이 있습니다”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뭔데요?”라고 그분이 묻자 

        “이란에 선교사로 간 적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거기 어학원에서 가르치셨었죠?” 

        “그런데요.” 

        “학생 중에 루드 라란 학생이 있었죠?” 

그 목사님이 갑자기 저를 끌어 안고 들어 올리면서 

외쳤습니다. “루드 라! 루드 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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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모스크바에서 루드 라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십년간 

자신이 위해서 기도했던 그 보배로운 학생을 지키고 

돌보셨다는 것을 그분은 알았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 

유별난 이야기의 끝을 좀 봐야겠다고 맘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루드 라가 제게 자기 주소를 적어 준 쪽지를 

어디에 두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달에 저는 모스크바에 갔지만 루드 라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제 동료인 로이스 윌리암스 

(Royce Williams)가 모스크바에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쪽지를 찾게 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마크 목사님이 루드 라의 주소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그가 기도했습니다. 

로이스가 모스크바로 향해 날아오기 이틀 전 저는 서랍 

뒷쪽에 구겨져 있는 그녀의 주소가 적힌 쪽지를 

찾았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본 이후 여러 달이 되었는데, 

그동안 그녀가 이사 간 것은 아닐까? 몸이 아파서 마지막 

집회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마지막이었을까? 

로이스가 모스크바로 날아와 그녀의 소재를 찾는 작업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그녀의 소재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로이스는 루드 라가 여러 달 전 제게 적어준 주소가 있는 

아파트 문 밑에 무언가를 적어서 꽂아 두었습니다. 여러 날 

후 루드 라의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지금 로스 앤젤레스에 있는 친척들을 방문 

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It Is Written(기록되었으되) 

텔레비전 방송국 본부에서 불과 몇 마일 밖에 안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따우전 오욱스(Thousand Oaks) 재림교회에서 

루드 라와 폴 보잉튼 목사님의 재회를 기획했습니다. 

루드 라 티토바가 “저 장미꽃 위의 이슬”을 찬송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독창을 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자신이 이란을 떠나기 전 한 친척이 자기에게 

러시아어로 된 작은 신약성경을 주었는데, 세관검사 때에 

걸리지 않았고, 여러 해 동안 그 성경을 조심스럽게 

숨겨왔다는 얘기를 한 후에 이 63 세의 여성은 자신이 

16 세때 테헤란에서 배웠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 

 

47 년간 루드 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드렸던 보잉튼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일하실 것을 늘 믿고 

계셨습니다. 기도에 한 응답은 늘 우리가 바라는 때에 

오지는 않습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만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어떨 때 그 

응답의 결과를 보기까지 47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이사야 26:3).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시편 68:19)하면서 기적의 삶을 살아 가십시다.  

  

고문경  /  기도인연합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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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인연합 2018 년 8 월 정기모임 소식  

  

사회:  정동춘 장로님    

통역:  윤수린 / 성선제 목사님    

   

첫기도 : 세볼드 앤드류삭 (자옥스키 신학 학) 

 

북아태지회장 김시  목사님께서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선교 사명을 이루어가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헤브론의 

큰 아낙 자손을 두려워 하지 않고 정복한 갈렙처럼 크고 

두려운 장애물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면 극복할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된다.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면 된다하시며 갈렙의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의 

장애물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사명을 이루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인연합 11 주년 기념 축사를 히로시 야마지 목사님 

(일본 연합회 전도부장)께서 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회가 

전세계로 확신되길 바라며 일본에서도 기도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흥은 기도의 응답으로만 기  될 수 

있다는 화잇 부인의 말씀을 인용, 하나님께서 기도회원 

들의 기도에 풍성히 응답해 주시길 바란다면서 11 주년을 

맞이하여 감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댄 하튼 장로님께서  어떻게 세 천사의 기별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으며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믿음의 부흥을 일으킬수 있는 세 천사 기별을 알리는 

사역에 한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차후 준비될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것을 소개할 것이며 마지막 시  

를 위해 준비된 이 프로젝트를 위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한규형 장로님께서 기도인연합 운동 11 주년을 맞이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 하셨습니다. 2007 년에 시작된 기도인연합 운동이 

초기에도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시작되었으며 예언의 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되었는데 기도의 정신이 모든 

교회에 나타날수 있도록 이 운동의 확산에 연합하여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간증 및 감사의 말씀 / 연합기도: 기도 회원들  

 

아래 네 분의 표 연합기도가 있었습니다.  

주민호 목사님, 사무엘 목사님, 쉐리 아이빗, 김명호 목사님. 

 

연합기도 제목 및 감사기도:  

1. 세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할 성령의 사역을 위해 

준비되도록  

*북미주 교직자 총회 (2018.8.6-9) 를 통해 베포된 

세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통해 초, 중, 고 학생 들이 마지막 

시  기별에 한 깊은 이해를 갖도록 

*교회내 셋째 천사 기별의 전파에 한 새로운 각성이 

있도록   

2. 기도인연합 운동의 확산을 위하여  

* 미국 기도인연합의 결성이 하나님의 섭리로 이루어 

지도록  

3. 한국을 위한 기도    

* 한국 학생들과 청년들의 안식일 성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4. 북한과 10/40 창의 비 기독교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네분의 연합기도후 김시  목사님의 끝 기도로 8 월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최석근 장로님 말씀봉독: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광이 네 위에 임하 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취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 60:1-3) 

 

광고: 9 월 기도인연합 정기모임은 미국은 9 월 9 일 일요일 

한국 일본은 10 일 월요일에 있겠습니다.  

 

모든 연합기도 제목들은 또한 개인기도 하실때 기도 

제목에 포함하여 기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글: 류복례) 

 

  
2018 년 후반기 연합 기도회 스케줄 (예정) 
  
1월-3월    미국: 일요일 오후 1:30분 

(PST)   한국/일본  (KST/JST) 월요일 오전 6:30분 
4월-10월  미국: 일요일 오후 1:30분 

(PDT)   한국/일본  (KST/JST) 월요일 오전 5:30분 
11월-12월 미국: 일요일 오후 1:30분 

(PST)   한국/일본  (KST/JST) 월요일 오전 6:30분    
    
월 미국    한국/일본    
9 9 일  10 일      
10 7 일    8 일    
11 4 일    5 일      
12 2 일   3 일      
 
** 기도모임은 매달 첫째 일요일(미주 시간) 에 있으나  
7월, 8월 및 9월은 예외임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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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8 월 19 일 연합기도회    

말씀 묵상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 

 

김시  / 북아태지회장    

 

“헤브론은 무서운 아낙인들의 본거지 고 그들의 무서운 

외모는 정탐꾼들을 몹시 무서워 떨게 하 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용기는 꺾이고 말았다.” (부조와 선지자 

511) 

여호수아의 지도를 따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아갔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땅을 

정복했지만 이스라엘은 헤브론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해발 850 미터나 되는 크고 높은 산이 가득한 난공불락의 

요새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인들 중에서도 우두머리 

거인들인 무서운 아낙 자손들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헤브론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은 안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헤브론은 점복할 수 없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85 세의 노장 갈렙이 있었습니다.  

(수 14: 6,12) 

 “ 그 때에 . . .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 

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모두가 “안된다,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을 때, 갈렙은 일어났습니다. 할 수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할 지라도 그곳에 

아낙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들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그 들을 좇아낼 수 있습니다”. 갈렙은 

높은 산지 거인들이 사는 헤브론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거인들을 그 땅에서 좆아냈습니다. 거인들의 우두머리 

아낙자손을 멸망시키고 난공불락의 요새 헤브론을 마침내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말씀으로 정복하라는 

선교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마 

28:19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도시와 촌락으로 

가야 합니다. 모든 나라에 가야 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혼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헤브론 산지를 향하여 달려간 가렙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낭비할 시간이 없다. 끝이 가까웠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을 정면으로 똑바로 주시하고, 할 수 있는 로 

신속히 공격적으로 전진해야 한다.” (교회증언 6 권, 22)  

갈렙은 처음부터 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순수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름도 없는 가난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의 후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방인 갈렙을 유다의 족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헤브론의 주인이 

되게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 한 삶이 될 수 있었습니까?  

부조와 선지자 513 “그의 앞에 가로놓인 어려움보다는 

전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다.” 

갈렙은 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높고 험한 산을 보는 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무서운 거인 

아낙자손을 보는 신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갈렙처럼 우리의 선교지에 있는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높고 험한 장애물을 보는 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헤브론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형편을 보는 신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진, 전진하면 거인 아낙자손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면 됩니다.  

 

 

Caleb who conquered the fortress of Hebron 
Kim Si Young /  President of Northern Asia-Pacific 
Division  
 
“Hebron was the seat of the dreaded Anakim, whose 
formidable appearance had so terrified the spies, and 
through them destroyed the courage of all Israel” 
(Patriarchs and Prophets, 512). 
 
Under Joshua’s leadership the Israelites started 
conquering the land which God had promised to them. 
The Israelites nearly conquered most of the land, but 
were giving up Hebron. It was because it was an 
impregnable fortress surrounded by tall, 850m high 
mountains. Besides that,  the descendants of the 
Anakim, the large and terrifying chief giants, were living 
in Hebron. The fortress was so large and impregnable 
that the Israelites thought “We cannot conquer Hebron, 
it is impossible.” They claimed that it was unconquerable 
land. But there was a brave, 85-year-old warrior, Caleb. 
 
“Now … Caleb son of Jephunneh the Kenizzite said to 
him… give me this hill country that the Lord promised 
me that day. You yourself heard then that the Anakites 
were there and their cities were large and fortified, but, 
the Lord helping me, I will drive them out just as he said” 
(Joshua 14: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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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everybody said, “No, it’s impossible,” and were 
hesitant to arise, Caleb stood up. He shouted “It is 
possible!.” “Though the cities are large and fortified, full 
of Anakites, as long as God is with us, we can conquer 
the land and we are able to drive them out.” Caleb went 
forward to Hebron where the huge giants lived. He 
drove them away from the land. He destroyed the chief 
Anakites, and at last conquered the fortress of Hebron. 
 
God entrusted us to go and conquer the world with His 
Word.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Matthew 28:19). We need to go 
forward to towns and villages. We must go forward to all 
nations. We have to go forward, reaching to the ends of 
the earth and spread the gospel. We must save the 
dying souls! 
 
As we go forward reaching the people to the ends of the 
world, we need the faith of Caleb. We need the same 
faith that Caleb had when he went forward to the land of 
Hebron. 
“We have no time to lose. The end is near. … We must 
look our work fairly in the face and advance as fast as 
possible in aggressive warfare” (Testimonies for the 
Church 6, 22). 
 
Caleb was not a great man from the beginning. Nor was 
he from a pure Hebrew background. He was a poor, 
nameless Gentile. Caleb was not from the descendants 
of Judah. But surprisingly the Lord appointed Caleb, the 
Gentile, to be the chief among Judah’s descendants. 
Then He let him conquer Hebron and made him the 
owner. 
 
How could Caleb live such a great life? 
“He did not look so much to the difficulties to be 
encountered as to the strength of the Almighty Helper” 
(Patriarchs and Prophets, 513). 
 
Caleb viewed it differently. He did not look at the high 
and steep mountain, but he looked upon the Almighty 
God. Rather than looking at the large, terrifying giant 
Anakites, he set his sight on the Almighty Savior. 
 
We can also conquer the Hebrons in our mission field. 
When we fix our eyes on the Almighty God, instead of 
on the difficulties and barriers, we can overcome Hebron. 
Rather than looking at the difficult and challenging 
situations, let us go forward, setting our sights on the 
Lord. We will be able to conquer the giant Anakites. 
 

It will happen when we change our way of thinking. 
It will happen when begin to say “We can do it!” 
 

 

   

기도인연합 운동 11 주년을 맞이하며 

드리는 감사의 말씀 

 
야마지 히로시 / 일본 교단 전도국장   

 

미국 기도인연합 11 주년을 맞이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기도운동은 일본에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봉사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그동안 수차례의 기도부흥 집회와 매월 

정기 기도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일본에서도 기도 부흥의 

물결이 일어 나고 있습니다. 

   

화잇 여사는 「참된 부흥 」이란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 참된 경건의 부흥이 우리가운데 일어 나는 것은 모든 

필요중에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필요이다.이것을 구하는 

일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않될  첫번째 과제가 되어야 한다. 

주의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애써야 한다.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지 않으심이 

아니요,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이것은 지상의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기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자아를 버리고 회개와 열심있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약속의 조건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않되는 것이다. 부흥은 기도의 

응답으로만 기 될수 있다"  

   

지금까지 마찬가지로 앞으로 일,미,한 나아가 전세계가 

부흥을 위해 이 기도 운동이 더욱 확산 되기를 바랍니다.  

11 년간의 여러분의 기도의 봉사에 해 감사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풍성히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日本 教団伝道局長  牧師 山地 宏  

  

米国における共に祈る会の祈祷運動が始まって１１年目を

迎えられたと聞きました。米国における祈祷運動は日本に

も広がってきています。皆さまの祈りのご奉仕を感謝いた

します。日本においてはこれまでに数回の祈祷大会と毎月

の電話による祈祷会が行われています。皆さまの祈りが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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に届き、日本においてもリバイバルの波が打ち寄せてきて

います。ホワイト夫人は『真のリバイバル』の冒頭で次の

ように述べています。 

「真の敬虔が私たちのうちにリバイバルされることは、す

べての必要の中で最大の、最も急を要すことです。これを

求めることが、私たちの第一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で

す。主の祝福をうけるために熱心な努力が必要です。それ

は、神が祝福を喜んでお与えにならないからではなく、私

たちにそれを受け取る備えができていないからです。天の

父は、求める者に聖霊を与えようとして待っておいでにな

ります。それは、地上の両親が子どもによいものを与えよ

うとしているのと同じです。しかし、罪を告白し、自尊心

を取り去り、悔い改めと熱心な祈りによって神が祝福を与

えてくださるお約束の条件を満たすのは、私たちがしなけ

ればならないことです。リバイバルは、祈りの応答として

のみ期待できるものです。」 

これからも、日・米・韓のそして全世界の教会のリバイバ

ルのために、この祈りの運動がさらに広がるように願って

います。１１年間のみなさまの祈りの奉仕を感謝するとと

もに、神様が皆さまの祈りに豊かに報いてくださいますこ

とを願い、お祝いの言葉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2018。8。20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기도인연합 운동의 미국과 해외로의 확산   

Expanding the Prayer Coalition Movement in the 

States and Abroad  

 
한규형 / 기도인연합   
   
한국에서 일본과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오늘 기도회에 참여하신 모든 기도회원들과 순서에 

참여하신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진심으로 환 합니다.  오늘 

특별히 기도인연합 결성 11 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회로 모 습니다   

  

2007 년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은 선교를 위한 기도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전도가 힘든 상황에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기도회로 모 습니다. 그로부터 11 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의 정신은 여전합니다.  

 

요한복음 17 장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날 기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감의 글에도 언급된 로 주님께서 

제자들로 인해 광을 받은 (요 17:10) 이유는 그들이 

담 하게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위해 모두 순교할 것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로 아니 우리들로 주께서 광을 받는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하나가 되게” (요 17:11) 해 달라는 기도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차후 마음이 연합된 제자들로 주님께서 

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완전히 연합한 

후, 곧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해 싸우지 않게 되었을 때 

성령이 부어졌” (8 증언 20)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 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행 1:8)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2007 년 시작된 기도인연합 운동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GC 464)이란 말씀입니다. 

그 경건의 부흥이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 (1 SM 121)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찾는 사람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간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해 

모 습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 ㅡ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가지인 기도의 사람들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운동이 한국으로 그리고 일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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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되었으며 이제 다시 미국을 통해 전세계로 전파될 

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전화 연결망을 통해 범지역적으로 시작된 

기도인연합 운동이 이제 미국을 떠나 더 멀리 확산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믿는 이들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인연합 운동이 하나님의 섭리로 더욱 

넓은 지역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서 일하는 (마 

24:42-45) 더 많은 성도들에게 확산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댄 장로님이 소개한 세 천사의 기별, 

이 시  주어진 특별한 기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할 

그 기별을 전파하는 일의 동역자로 우리가 종국에 함께 설 

것입니다.  

주의 재림이 있기전 예견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고 합니다.  그 약속된 성령의 늦은 비 역사를 위해 

준비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우리들을 연합시킬 “기도의 정신”이 교회에 더욱 확산될 

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간추린 기도인연합 연혁 (2007 - )  
 

2007 년 8 월 9 일  미서부야 회 기간 중에 지역교회 선교 

임원들 모임에서 선교를 위한 범지역적 기도모임을 갖기로 

결정 

 

2007 년 8 월 26 일 첫기도 모임을 갖음  

 

2008 년 2 월 23 일 21 명의 목회자 및 평신도로 구성된 

기도인연합 추진위원회로 북미주 120 여 한인재림교회 

들에 연합기도운동 처음  소개 

 

2008 년 7 월 6 일 기도인연합 운 위원회 조직 

 

2008 년 12 월 7 일  2 차의  연합 좌담회(5/16, 6/26) 이후 

재림교회청년들의 신앙을 위한 연합기도회 갖음 

 

2010 년 7 월 25 일 – 12 월 31 일 10/40 창 지역 선교를 

위한 범 지역적 기도회들을 주관하여 북미주 타민족 

교회들에 네트워크를 통한 연합기도 소개 

 

2012 년 9 월 18 일 기도인연합 성회 준비위원회 조직  

  

2012 년 10 월 4-8 일까지 한국재림연수원에서 제 1 차 

기도인연합성회 개최   

 

2013 년 11 월 7-11 일까지 제 2 차 재림기도인연합성회를 

일본 사이타마시에서 일본 연합회와 공동 주최 

 

2014 년 8 월 10 일 일본 기도인연합  조직된  후 첫 일본 

기도모임을 갖음  

 

2014 년 11 월 15 일-16 일까지 한국 삼육 학에서 

재림기도인연합 국제포럼을 삼육 신학 학원과 공동 주최 

  

2017 년 9 월 13 일-17 일(일) 미국 북가주 헤르몬산 기독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 3 차 국제재림 기도인연합 성회 개최  

 

그외 2008 년부터 미주 야 회와 지역교회 모임에서 기도 

모임들을 주관해 왔으며 2007 년 시작된 기도인연합 

네트워크 방식으로 회원들이 한국과 미주내 수 많은 

교회와 단체에서 성경연구와 기도모임을 현재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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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월 연합기도회 (2018 년 9 월 9 일)  

기도 요청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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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고  (에베소서 6:13-18) 
  

 

1.  교회와 성도들이 늦은비 성령을 위해 준비되도록 

 

 미국 기도인연합의 결성이 하나님 섭리로 

이루어지도록  

 2019 -2020 년 국제재림기도인연합성회 개최 계획을 

위하여  

 

2.  10/40 창의 비 기독교 국가들을 포함한 세계 모든 

지역에 재림기별이 속히 전파되도록     

 

 네팔과 러시아에서 봉사하는 선교사들과 전도활동을 

위하여 

 북한에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의 문호가 열리도록 

 탄압과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3.  지역 교회 환우 및 각 지역별 기도회원들을 위한 기도 

(기도요청)  

 

 어려움속에서도 담 한 믿음을 갖도록 

 

 

 

 

 

 

 

 

 

 

 

 

 

 

 

 

기도인연합 회원 선교 활동소식 

Islands Hope Center NGO 설립 계획에 관하여  
   

성선제 / 동경 한인교회 담임 

 

1 설립 배경과 취지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는 우리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한 가장 

명확한 이름이다 초기 선구자들이 1863 년 교회를 

조직했을때 이 이름은 화잇여사의 계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며 재림교회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가장 함축된 

기별이 명백히 나타나 있는 이름이다 

 

이 기별과 사명으로 인해 재림 교회는 존재하며 발전해 

왔다.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리스도께서 재림 하시는 

날까지 동일할 것이다 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비함과  안식일 성수 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원한 복음 예수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천사의 기별이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것은 민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는 세계 

복음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위해 아직 재림 교회가 들어 가지 않은 수 많은  

도서 지방에 개척 전도가 이 NGO 설립목적이다  

 

2. Islands Hope Center 사무실 

 

Islands Hope Center (이하 I.H.C) 는 2014 년 도서국가인 

Palawan 에 NGO 단체로 법인등록 되었으며 2017 년 4 월 

재 조직하고 등록 내용을 변경하 다  

 

Address:240 Maharlika Hi-way;San Rafael,San Pablo 

City;Laguna 4000 Philippines. 

 

3. I.H.C 는 현재 필리핀 연합회 Luzon conference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필리핀 과 태평양 그리고 

전세계 흩어진 도서 지방에 교회 개척 학교설립 지원및 

건강 교육 센터및 선교사 파견등의 사업을 전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4. 조직과 이사 구성  

      

회장 Dr. Sung Seon Jae 

부회장겸 총무 Pastor Jasper U Flores 

재무 Rolannf F. Fabon 

부총무 Malakai Bitu 

      

이사       Pastor Lemuel F.Fadriquela 

                                                                                                                                               PC - 10 / 22   
 



             Pastor Danilo Fiecas 

             Bienvenido G Sanoy  

             Zaldy P. Estrada 

             Mrs Marslynn Tewid Bitu 

             Santos G.Eranista 

             Exferejon M. Feglan 

             Adriel Vale A.Frias 

             Pastor Nephtale F, Forfue 

             Pastor Joel M.Caspe 

             Cloyd Ramos  

             Tony Obon   

  

 

5 현재 상황  

 

              1. 청년 선교사 훈련  

              2. 개척전도  

              3. 선교사 훈련커리큘럼 준비및  

                 훈련원 설립 추진중  

 

6. 과제 (I H S NGO 로 부터 최근에 온 메일 참고) 

  

 

 

Dearest Pastor Sung  

 

How are you Brother? 

 

God is really amazingly Powerful and I just want to 

share with you Pastor every detail of how and what 

the Lord is doing regarding His work here as we 

prepare for missionary training school and for meeting 

our vision regarding reaching unentered Islands in the 

Pacific and around the world. 

 

Last Sunday early morning I received a message from 

one of the church members in Facebook asking me to 

stop by at their store in town. Since I don't have any 

money to go there I asked a church member close by 

our house to please stop by at the store of our church 

member for me since they are going to town. When 

they return I was surprised that she gave me an 

envelope with 3000 Pesos inside. God is really 

amazing. I decided with my family that I am going to 

use that money for going to the Conference. I left that 

Sunday from home at 6 pm to reach the Conference at 

6am on Monday morning.I was invited to worship with 

the Conference workers and to share our report on 

what God is doing through our ministry. They shared 

with me there great fullness and appreciation with the 

contribution that God is doing through us.Thank you 

so much Pastor. 

 

After the worship all the department directors 

together with the administration Committee met with 

me and we discussed our projects. This are all 

members of the NGO. It was chaired by the Executive 

secretary Pastor Flores who replaced the President 

who have decided to withdraw from the NGO because 

of legal reasons due to the fact that he will open a 

foundation of his when he retire soon. 

 

Due to the withdrawal of the Conference President the 

board has done some restructure which I will send 

you soon after I prepare the resolution. Pastor,I will 

send you also the minutes of the meeting together 

with the resolution when I finished preparing it. That 

was our first agenda. 

 

Our second agenda is regarding the request to ask 

you of the possibility to visit the Conference so we 

can have a full official meeting with all present and 

including the President of the NGO. I am asked to ask 

you regarding what preparation the Conference needs 

to do regarding your coming. They are all willing to 

adjust their schedule to suit your coming. If you can 

provide us a date it would be very helpful. 

 

Our 3rd agenda was regarding the preparation for 

training school. As of now we are creating an 

awareness and at the same time training in local 

church level in preparation to the missionary training 

school. Our training will be in two settings. One 

setting will be to have an established missionary 

training venue. That is for those who are willing to be 

trained full time and be missionary full time. The 

second setting will be in local churches for those who 

can't come fulltime.With this training setting we came 

up with the 4th agenda. 

 

The 4th Agenda is I will prepare a missionary training 

manual which will be reviewed and authorised by the 

Conference. This is going to be used by every Pastors 

in local churches and also as our manual to train 

mission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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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5th agenda is regarding the venue for the 

missionary training school. The Conference have a 

venue. We will visit it when you come. 

 

We ended our meeting with an agreement that God is 

really leading us each step of the way in full filing our 

vision. We are in one mind to reach the unreached. 

And we all agree that we need missionaries and also 

we need to tap every approach available to reach the 

unreached. Whether it is direct preaching, medical, 

orphanage, or school. We will move forward by faith 

utilizing every resources and network we have to 

finish the work within our generation in a systematic 

well structured way. 

 

So now Pastor, I am home and starting to work on the 

missionary training manual because it is needed as 

soon as possible.  

 

The Lord is leading the way. There is so much to be 

done but we will let God do it His way. 

 

Thank you so much Brother for inspiring, motivating, 

supporting God's work in prayer and financially. The 

Lord surely will bless you abundantly. 

 

In Christ  

 

Secretary NGO Islands Hope Center  

 

Malakai Bitu   

 

 

예수님의 지상명령과 남은 자손의 과업 

   

조경신 / 기도인연합  

 

4. 내 양을 먹이라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내 

어린양을 먹이라”(요 21:15) 유월절 절기가 마치고 두 번에 

걸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 7 명이 모여 

음식과 의복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루저녁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을 것을 베드로가 제안했고 다른 제자들도 

가담했다.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들은 밤이 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올리며 노력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들은 

괴로웠고 과거에 주님께서 고기를 잡는 이적을 행하심을 

회상하며 자기들의 장래에 해 의심하고 저희 앞에 

펼쳐질 전도에 하여 슬픔을 가누지 못하 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여 실망하고 육신이 지쳐있던 

그 때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셨고 날이 밝아오는 

시간, 예수께서는 먼저 물으신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은 누군지도 모르고 없다고 

답한다. 그때 예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서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고 제자들은 놀라면서 예수신줄 

알아보고 베드로는 기뻐서 급히 배에서 뛰어 내려서 그의 

주님께로 달려간다. 

다른 제자들도 고기가 담긴 그물을 끌고 왔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고 예수께서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다. 생선을 더 가져 오라고 하셨고 그들은 함께 조반을 

먹는다. 

제자들은 선생님을 보자 5,000 명을 먹이시던 때를 

생각하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고생만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을 위해 아침을 준비하셔서 먹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한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시던 것 

을 생각한다. 그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었다. 또 한번은 지난밤처럼 밤새워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밝은 아침에 예수께서 찾아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가 가득차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으로 많이 잡혔던 일을 회상한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시 고기잡이배를 떠나도록 저들을 

부르셨고 저들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날 아침 그러한 과거를 다시 회상시키시기 

위하여 고기가 많이 잡히는 이적을 통하여 제자들로 

고기잡이를 떠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바라는 

사명을 새롭게 하신 것이다.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부활하신 

구주께서는 그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키는 기적이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사업을 행하는 동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 편. 배 오른편에 당신이 서 계셨었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 

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다는 

보증이었다. 

그날 아침 고기 잡는 이적과 함께 조반을 먹으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전에 직업을 

버리고 ‘나와 함께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부르심을 재확인 하는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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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와 함께 혼을 죄에서 구원하는 이 사업을 하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줄 것이고 끝까지 돌보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재확인 하는 아침이었다.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 전도자로, 증인으로 일해 주실 것을 

보증과 함께 말씀해 주시고 베드로와 특별한 화를 

나누신다. 십자가 지시기 전 재판 받으실 때 그분을 세 

번이나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동료 

제자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것을 드러내 보여 주기를 

원하셨고 실추된 위상을 다시 회복시키셔야 하 다. 

그래서 앞으로 사도로써의 사명을 떳떳하게 수행하게 해야 

하 다. 

그 일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당신의 유언을 

전달하기로 하 다. 7 명의 제자와 함께 해변 가에서 친히 

준비하신 조반을 함께하면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돌아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마 26:33)며 장담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에 

해 진실된 평가를 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답한다. “주께서 아십니다. 주께서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한다.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고 명하신다. 

세 번에 걸쳐 부인했던 것처럼 세 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질문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양육하라’는 말씀이시다. 

예수를 사랑하려면 먼저 그분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십자가 전에는 예수를 알긴 

알았지만 올바로 알지 못했다. 그저 왕권을 얻어 세상을 

통치할 메시아로만 알았다. 그래서 죽을지라도 주를 

따르겠다는 공언을 하며 잘 보이고 예수가 왕이 되면 

한자리 얻으리라는 욕망만을 따라서 행동하 던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험하며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구속사업에 한 구약 예언의 성취와 함께 인류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예수께서 가르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았고 인류에 한 

생명까지 바치며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생명의 주인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 겸손해 

진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확실하게 보게 된다. 

변화된 베드로와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 알았을 때의 

베드로의 모습“ 그는 실패하기 전에는 늘 지각없이 

순간적인 충동에 따라 말을 하곤 했었다. 그는 항상 다른 

사람의 일을 바로잡으려고 했으며 그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표시하려 했다. 그러나 회개한 베드로는 

매우 달랐다. 

그는 전에 가졌던 격정을 제어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의 열심을 조절하 다. 그는 다시는 성급하거나 자신을 

믿거나 자고하지 않았으며 조용하고 침착하고 온순했다. 

따라서 그는 그리스도의 우리에 든 양무리는 물론이요 

어린양들을 먹일 수 있었다. ”(DA 815)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베드로의 

모습이 아름답다. 변화되는 근원은 예수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사랑하는데 있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애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이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마는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교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DA 

814,815) 

아침식사를 마치시고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함께 걸으시며 

베드로의 장래를 공개하신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온 일생동안 산 이후 노령으로 힘이 

쇠하여질 때에도 그가 참으로 주를 따르리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요 

21:18,19) 

베드로가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을 말씀 하셨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하 을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며 일생을 바친 자들의 상급인 것인가? 

적인 안목으로 현세와 내세를 바라볼 때 이것이야말로 

인간 삶의 최고의 상급의 길임을 볼 수 있다. 

베드로는 자기만 그리 될 것인가 하고 생각하다가 마침 

뒤따라오는 요한을 가리키며 ‘그럼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하고 묻는다. 예수님의 답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찌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요 21:22) 

남들에 해 상관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충성스럽게 

따라야 할 것을 말씀 하셨다. 그 날 아침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양을 먹이며 전도자의 

최고의 상급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려 

주시며 죽는데라도 나를 따르라고 하시고 남들은 어찌될까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반복하시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새롭게 부여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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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하원칙(5W1H)으로 풀어 쓴 세 천사의 기별 

   

손경상 / 기도인연합  

 

Ⅱ 하나님께 광을 돌리는 백성이다 

  

“그에게 광을 돌리라.”계 14:7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에 주어진 기별 중 가장 엄숙한 

기별을 위탁받았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분명하고 

확실하게 상기시켜야 할 주제는 하나님의 광이다.”원고, 

60, 1894 

 

1. ‘하나님의 광’의 개념 

 

‘ 광’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해석되는 단어이다. 

“고귀하신 분이 누추한 저희 집을 방문하여 주시다니 

광입니다.”라고 했을 때, 광의 뜻은 빛나고 아름다운 

예 honor 로 기쁨 pleasure 과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권 privilege, 신령스런 빛 glory 등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광을 돌린다’는 

뜻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예를 돌린다는 

의미이다. 

성경에서 ‘ 광’그리스어로 doxa, 히브리어로 kabod 은 

예, 찬양, 명성, 광휘,엄위를 뜻한다. 하나님의 광은 

그분의 현존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한다. 

명백히 광의 성경적 의미는 그분의 신적 본질과 접히 

연결되어 있으며 ‘찬란함’, ‘빛’의 의미를 담고 있다. 모세가 

하나님의 광을 보여 달라고 하 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보여 주셨다.출 33:18~19 이를 기초로 

광의 의미를 정의하면 ‘어떤 존재의 형상이 모두가 

확실히 깨달아 알도록 환하고 아름답고 밝고 찬란하게 

빛나 

는 것’이다. 하나님께 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빛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웃들이 나를 통해나의 행위는 

물론이고 품성까지 포함하여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보고 

깨닫는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광’과 관련된 성경적 

개념들이 명확히 정리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❶ 하나님의 형상이란? 

 

형상이란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있을까? 

형상은 어로 이미지 image 이다. 오히려 형상이란 

개념보다 이미지란 말이 더 와 닿는다. 

형상 곧 이미지는 ‘물건의 생긴 모양이나 상태’ 등의 외적인 

것은 물론 어떤 사물에 하여 마음에 떠오르는 직관적 

인상,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받아 마음에 새겨진 

감각적 인상 등의 의미를 갖는다. 어떤 사람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외모를 포함한 인격 전체와 

관련된다. 

인격은 성격 personalty, 지능 intelligence, 

기질 temperament 을 포함한다. 가장 강하게 우리 마음에 

각인되는 이미지는 무엇보다도 품성이다. 품성은 외적인 

이미지를 압도한다. 어떤 사람의 외모가 비록 화상을 입어 

처음 보기에 인상이 좋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품성이 

온화하고 따뜻하면 결국 그 사람에 한 이미지는 

아름답게 기억된다. 반 로 아무리 겉모습의 이미지는 

산뜻하고 멋있더라도 성격, 품성에 나쁜 면이 있다면 그 

사람에 한 총체적인 이미지는 좋지 않게 각인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성격, 지능, 기질을 포함한 

그분의 외적인 이미지와 내적 품성의 결합체이며 우리의 

마음에 전달되어 각인되는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총체적 이미지이다.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제일 강한 이미지는 그분의 선한 품성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 로 사람을 

창조”창 1:27 하셨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언의 

신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외모와 품성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부조와 선지자, 45 

“하나님의 형상과 광으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높은 품위에 합당한 자질을 부여받았다. 인자하고 균형진 

모습, 완전하고 아름다운 용모, 행복과 희망과 건강미로 

가득 찬 얼굴빛으로 그들은 외견상 그들의 창조주와 거의 

비슷하 다.”교육, 20 

다른 어떤 형상이 우주에서 절 적인 존재자의 형상과 

비교될 수 있을까? 우리가 외모나 품성에 있어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절 적 가치인 진眞, 선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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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美를 지녔음을 말해 주는 것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절 적 감사의 조건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성격, 지능, 기질이 포함한 그분의 

외모와 내적인 품성의 결합체로 우리의 사고 속에 각인된 

총체적 이미지이다. 하나님의 가장 강한 이미지 곧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의 선한 품성이다 

 

❷ 하나님의 광이란? 

 

a. 하나님의 광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다( 광=형상) 

모세가 하나님의 광을 보여 달라고 하 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을 보여 주셨다. 

“모세가 이르되 원컨  주의 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출 33:18~19 

 

b. 하나님의 광은 그분의 선한 품성이다( 광=품성) 

 

“하나님의 광 곧 그분의 품성은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에 

의해 시련과 핍박을 통해 나타난다.”산상보훈, 31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광이다.”생애의 빛, 8 

“이 빛의 광 곧 바로 그리스도의 품성의 광은 각 

그리스도인, 가정, 

교회, 말씀을 전하는 목회 활동,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하여 

세워진 모든 기관에서 나타나야 한다.”증언보감 2 권, 366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시 의 소망, 312 

c. 하나님의 광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총체적 

이미지이다 

 

( 광=지혜+능력+사랑)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그의 창조력의 기념으로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는 그것을 통하여 그들이 그의 

손으로 만드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었다. 사실상 안식일은 우리에게 만물 가운데서 

창조주의 광을 발견하라고 명령한다.” 실물교훈, 25 

“언제나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큰 책을 열어 그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찾도록 명령한다.” 부조와 선지자, 

48 

  

이상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광은 환한 빛처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밖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행복을 지켜 주는 하나님의 

선한 품성 곧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지혜, 능력, 

사랑을 가리킨다. 또한 하나님의 광은 진, 선, 미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뜻한다. 

하나님의 광이란? 

 

하나님의 형상 = 하나님의 품성 = 선하심 = 하나님의 

지혜+능력+사랑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2017 국재림기도인연합성회 기념 출판  

영의 세계와 그 투쟁   

 

김명호 / 기도인연합 

          

제 7 장 세 천사의 기별과 혼불멸설 

 

성경은 역사의 종말에 하여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을 기록했다. 표적으로 

구약성경에는 다니엘서이고 신약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다. 

이 예언에는 종말 때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적 언어로 기록하 다. 

또 마태복음 24 장과 마가복음 13 장, 누가복음 17 장 

21 장에도 말세에 있을 사회적 종교적 현상에 하여 

말씀하셨다. 뿐만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 종말에 있을 

사건들을 기록하 다. 

종말 때에 성경적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예언한 것이 계시록 14 장에 기록한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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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인데 예언을 조심스럽고 진지하게 연구하여 

깨달은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십계명 

내용을 빠짐없이 준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7 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한 넷째 계명을 문자 그 로 

지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무리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모든 교단들을 

자세히 살펴 성경의 예언과 조하여 연구하면 그 무리는 

제 7 일 안식일을 지키고 또 계시록 10 장 11 절에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언의 (예언의 신)의 증거를 가진 자들인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들이 곧 제 7 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다. 

이제 재림교회가 성경에 근거하여 전파하는 세 천사의 

기별과 혼불멸설이 어떤 관계 속에 충돌하는지 살펴보자. 

세 천사의 기별이 어떤 기별인지 성경적으로 그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재림신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가 전해야할 기별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깨닫는 로는 세 천사의 기별에는 혼불멸설을 

믿으면 안 된다는 기별이 강하게 포함되어 있다. 세 천사의 

기별과 혼불멸설에 하여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세 천사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 장에 기록되어 있다. 먼저 

그 말씀을 읽도록 하자. 

[계 14:6~13]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 구절을 주석하려는 것이 아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성경에 어떻게 기록했는지 일단은 확인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구절을 먼저 적었다. 

재림신자들이 잘 아는 로 첫째 천사는 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에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큰 소리로 외쳤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 기 때문에 무너졌다고 말한다. 

셋째 천사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외친다. 

셋째 천사가 직접 외치는 소리는 이것이 끝이다. 즉 

11 절로 끝난다. 다음 12 절과 13 절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보충하는 기별이다. 

12 절은 성도의 인내에 한 기별이고 13 절은 자금 후로 

죽은 성도들의 행한 일에 따르는 것에 하여 기록하 다. 

재림교회에서 12 절까지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시키고 

13 절은 독립구절처럼 생각하는 경향이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12 절도 독립절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12 절도 셋째 천사가 직접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12 절을 사도요한의 권면이라고 

말한다.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2 절 

말씀을 누가했던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상관없다. 

필자가 하는 말은 12 절과 13 절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속한다는 말이다. 14 절부터는 장면이 바뀐다. 그러므로 

6 절부터 13 절까지를 세 천사의 기별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12 절, 13 절은 9~11 절의 내용에 

하나님께서 보충하는 내용이다. 11 절까지는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는 사람이 당할 일을 

기록하 고 12, 13 절은 성도들이 받을 상급과 관련된 

말씀이다. 그래야 기별이 균형이 있는 것이 아닌가. 

엘렌 화잇은 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되는지 설명한 곳은 없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도록 남겨둔 것 같다. 다음은 증언의 

말씀에 있는 것이다. 

[여러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인지 질문하는 편지를 나에게 보냈다. 나는 “그 

기별이야말로 이다”고 답하 다. 

이 기별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높이 

들리신 구세주를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뚜렷하게 

증거해야만 하 다. 이 기별은 담보물이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증거하 으며,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므로 나타내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들이도록 사람들을 초청하 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상실하 다. 그들은 눈을 돌려 주님의 신성, 주님의 

공로, 인류를 위한 주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주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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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를 당신의 손에 쥐고 계시므로 

그분께서는 인간에게 풍성한 은사들을 나누어 주실 수 

있고, 가련한 인간에게 당신 자신의 의의 고귀한 은사를 

나누어 주실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기별이다. 이 기별이야말로 큰 

음성으로 선포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을 

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전도법 190) 

이 말씀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기별(三重寄別) 

이다. 한 기별이 각각 독립적인 기별이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기별이다. 삼중이라는 말은 셋이 서로 

포개져 있다는 뜻이다. 첫째 천사가 기별을 전하여 그 

기별이 계속되는 중에 어느 시점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어서 두 기별이 계속해서 나란히 가고, 그렇게 

진행되는 중에 또 셋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서 종래는 세 

천사의 기별이 하나가 되어서 전파되는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렇게 세 천사의 기별이 함께 포함되어 

증거되는 기별이다. 엘렌은 이 기별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고 하 다. 

어떻게 이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라는 

것을 오직 성경만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 

필자는 이 문제를 두고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다. 그러는 

중에 문득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성경 어디에 가장 먼저 

나타났는지 생각하 다. 신자들 부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새삼 찾게 되었다. 

[창 15: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람이 그 말씀을 믿었다. 성경은 

그것을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믿으니’가 아니다. 여호와를 믿은 것이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다. 

아브람, 후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주시고 

신약성경에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계시하 다.(롬 

4:11) 믿음의 조상, 참으로 단하지 않는가! 

신약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저의 

의로 여기신바 되었다고 했다.(롬 4:3) 신약성경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신약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구약성경은 왜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을까? 

구약성경에는 ‘하나님(엘로힘)’이 많다. 민족마다 나라마다 

다 그들의 ‘엘로힘’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엘로힘(하나님)’을 믿으니 라고 하면 어느 하나님을 

믿는지 분별이 안 된다. 그러므로 성경의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라 이름 하신 그분을 

믿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그렇게 쓰게 하셨다 

고 필자는 믿는다.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는가? 

신약성경에 답이 있다. 

 

 

 

  
 

 
 
APC2017, Mt. Hermon, United States 
    

  

  

2017 국제재림기도인연합 간증 전문 

현대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노태숙/ 시우단비 

   

제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눅 8:2-3) 

 

저는 시우단비로 알려진 서충주 교회에 다니고 있는 

노태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더듬어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일곱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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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저 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현 판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라는 주제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구에서 2 남 1 녀의 막내딸로 태어나 중학교, 

고등학교, 학을 모두 구에서 마쳤습니다. 전공이 

유아교육학과라서 학 졸업 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머리가 아팠어요. 아마 무속인 

중에 자기가 원해서 된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탄마귀가 저를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 어려서부터 공작을 해온 거 같아요. 병원을 가도 

원인을 모르고, 그냥 주사나 한방 맞든가 약을 주든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가 2 남 1 녀인데, 엄마는 큰 오빠만 

사랑하셨고, 저는 여자라서 홀 했지만, 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버지가 초등학교 5 학년 때 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어린 제가 혼자 임종을 봤어요. 

아버지의 숨이 멎을 때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장례를 치르는데, 탈관을 하고 아버지를 묻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혼자 산을 내려왔습니다. 오다가 개울이 

있더라구요. 거기서 저는 저의 눈물과 함께 아버지를 

개울물에 흘려보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없는 집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었지요. 무작정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갈까. 갈 곳도 없었고, 오라는 

곳도 없었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기차에 제가 가진 돈으로 

갈수 있는 곳이 경주더라구요. 경주역에 내려 무작정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플 무렵 문이 조금 열려있는 절이 

보이더라고요. 태어나서 절이라고는 처음 보았습니다. 

궁금해서 안으로 들어갔죠. 날이 어둑한데 어린아이가 

들어오니까 어디서 왔냐고 묻더군요. 아무 말도 안하고 서 

있으니까 들어와서 밥을 먹으라 하더라고요. 배가 고팠던 

저는 정신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게 절밥을 

먹었습니다. 한 직원이 어디서 왔냐고 물었어요. 저는 

울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스님이 되고 싶다고.... 안 된 요. 집에 

가서 공부 더하고 나중에 커서 오래요. 그분은 나를 절에 

재워주시고, 다음날 아침 자전거에 태우고 경주 구경시켜 

주신 후 기차역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 후로 저는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절에 갔습니다. 어린 마음에 의지할 데가 

없어서 갔던거 같아요. 

학을 졸업하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27 살에 

군인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이 

순탄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시 식구들의 횡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무슨 일만 생기면 떼거지로 

몰려와 행패를 부리곤 했습니다. 

그 무렵 어려서부터 앓던 두통이 더 심해져서 진통제를 

아예 달고 살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여러 검사를 

받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점을 보러갔었거든요? 여러분 중에 호기심 

때문에라도 절  무당한테 가지 마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런데를 드나든 것이 결국 사탄에게 사로잡혀 

무당이 된 계기가 되었던거 같아요. 

각 시 의 쟁투, 558 쪽에 보면, 우리가 금지된 땅에 

들어가면, 사탄이 우리의 의지를 사로잡게 되고 결국 그 

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미래가 

불안하고 궁금하니까 무당한테 가는 건데, 일단 이런 

습관이 들면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당의 지시만 따르게 되어 그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이사를 가거나, 심지어 집에 못 하나를 박아도 무당에게 

가서 손 없는 날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남이 쓰던 물건도 

함부로 집에 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물건에 그 

주인의 귀신이 붙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집에 해코지를 

할까봐... 이걸 동토가 난다고 하는데요, 집안이 뒤집어져서 

난리가 나는 거에요. 그 물건을 쓰려면 무당을 불러 반드시 

비방을 하거나 부적을 붙여야 합니다. 그러니 뭐 하나 자기 

뜻 로 하는 게 없습니다. 평생 사탄의 종이 되는 거에요. 

제가 처음에 점 보러 가니까, 무당이 그래요. 제가 들어올 

때 제 앞에 작은 동자 하나가 걸어들어 온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그 동자가 일신의 동자라 그래요. 즉 형제라는 

거지요. 저는 깜짝 놀라 집에 와서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구요. 

저희 형제가 3 남 1 녀인데, 둘째 오빠가 4 살 무렵 사고로 

죽었 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는데, 둘째 오빠보다 4 살 

정도 많은 큰집 오빠가 실수로 둘째 오빠 머리를 돌로 

때려서 큰 상처가 났 요. 당시 시골에서는 1950 년 니까 

병원도 없고 하니까 그냥 된장을 발라 싸매두는 정도지요. 

결국 둘째 오빠는 며칠 앓다 경기를 하고 죽었 요. 

전 너무 놀랐어요. 무당이 신통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당은 

말하기를 머리를 다쳐 죽은 둘째 오빠가 저에게 와 있기 

때문에 제가 두통이 있는 거래요. 이걸 신병 혹은 

무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신내림을 받아야 병이 

낫는다는 거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 신이 딸에게 간다는 

겁니다. 딸에게 간다는 데 세상에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무당 수업을 받기 

시작하게 되죠. 

의정부에 살 때, 엄마마저 간경화로 돌아가시고, 남편이 

서울로 발령이 나서 의정부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신기가 있는데다 남편과의 결혼생활도 원만하지 못해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저는 혼자 살면서 자주 절에 갔습니다. 양평 용문산 사나사 

라고 고려 때부터 있던 절입니다. 어느 날 주지스님이 

말하기를 제 팔자가 천등좌수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늘을 향해 등을 밝혀 놓고 앉아서 빌어야할 팔자라는 

거지요. 그때부터 저는 집에 향을 피워놓고 매일 108 배를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도 좀 벌었어요. 그러다 

사촌동생이 하는 논현동에 있는 “갤러리 메이”에서 아트 

샵을 했습니다. 작가들의 작품을 판매하는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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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 어느 날 사촌 동생이 아는 전수천이라는 행위 

작가가 유럽에서 왔는데, 우리나라 무속신앙과 신 내리는 

장면을 촬 해서 작품으로 만들고 싶다는 거에요. 그래서 

동생이 자기가 다니는 충주에 있는 한 암자의 무당을 

연결시켜 줬어요. 정식 촬 을 하기 전에 제천 어느 산에 

가서 리허설을 하기로 해서 저도 따라갔지요. 그런데 그 

무당이  접신이 안 되니까 무당이 부채를 쫙 펴더니 

별공주 별이 밤에 뜨지 낮에 뜨지 않아서 올수가 없다는 

거에요. 그러자 거기 따라왔던 법사가 저 무당은 

가짜라면서 나보고 자기를 따라오라는 거에요. 그래서 그 

법사를 따라 홍성에 있는 암자에 가서 거기서 무당수업을 

받았죠. 

그러던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 의정부에 있는 아까 말한 

그 무당을 다시 찾아갔는데, 정순덕이라고 인간문화재 

김금화씨의 제자를 저에게 소개시켜 주는거에요. 

정순덕이라는 무당은 저를 보자 “너는 일월성신을 모셔야 

할 사람이다” 그러는 거에요. 일월성신이면 천상에서 

최고의 신이에요. 그 순간 갑자기 제 손이 흔들리면서 그 

자리에서 펄펄 뛰는 거에요. 저도 깜짝 놀랐죠. 그 바람에  

그 사람이 제 ‘신 엄마’가 되었습니다. 

정식 무당이 되려면 내림굿을 해야 합니다. 내림굿을 

하려면 백일기도와 삼산돌기를 하는 데요. 삼산은 저의 

본향산과 배우자 본향산, 그리고 스승의 본향산을 

순례하거나 명산 중에서 세 곳을 정하여 순례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에게 어떤 신이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찬물로 목욕재계하여 몸을 정갈히 하고 기도에 

들어가요. 명기서기 그러니까 밝고 상스러운 기를 받기 

위해 자시 밤 11~1 시, 인시 새벽 3~5 시, 그리고 낮은 

낮 로 틈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좋은 날을 잡아 내림굿을 하고 저는 정식 

무당이 되었습니다. 무당이 되면 험한 기를 받기 위해 

신들을 모셔야 하는데, 천지신명, 일월성신, 옥황상제, 

북두 성 칠원성군, 사해용왕, 팔도명산 산왕 신, 

삼불제석은 무당들이 공통적으로 모시는 신들이에요. 

그리고 부부 양쪽 조상이나 외가쪽 조상 신들을 모셔야 

하는데, 저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친가와 외가 조상 중 도 

닦고 저에게 온 신들을 모셨는데, 산신도사, 약명도사, 

지리도사, 불사할머니, 신할머니, 글문도사, 백마장군, 

오방신장, 천상동자, 용궁선녀, 옥황선녀 등을 모시고 

법당을 차렸습니다. 신들도 많지요? 

그리고 많은 경전을 읽고, 토정비결과 주역도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밤과 새벽에 열심히 기도로 생활한 

결과 사람의 과거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슬라이드 

필름처럼 한 커트 한 커트 제 눈에 보이게 되었고 신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번은 꿈을 꾸었어요. 어느 산꼭 기에 산성이 있는데, 

거기에 저하고 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구름같은 어떤 분이 

같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에게 황금색으로 빛나는 반달을 

주더니 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는 거에요. 저도 함께 춤을 

추면서 그 반달을 높이 들고 있는데 성 아래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에요. 그리고 그 분이 물이 가득 찬 시루처럼 

생긴 질그릇을 주었는데 제가 나무 막 기로 저으면 

창자가 떠올라요. 그러면 성밖에 있는 사람 중에 배 아픈 

사람이 낫고, 간이 떠오르면 간 아픈 사람이 낫는 거에요. 

또 손이 썪어가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 손과 제 손이 

바뀌는 거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아서 돌아간 후에 내 

손을 보니 어깨부터 썩은 손이 서서히 낫더라고요. 깨보니 

꿈이었어요. 

그 후부터 사람이 점을 보러 오면 그 사람이 아픈 부위가 

저도 똑같이 아파지는 거에요. 그러면 제가 그 병을 

알아맞히고, 부적이나 기도, 굿등을 해서 병을 낫게 했죠. 

용한 무당도 그저 되는 게 아닙니다. 피나는 수련과 정진이 

필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나와 성경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그동안 섬긴 신들이 사실은 하늘에서 타락한 

루시퍼와 그를 따른 천사들이라는 거에요. 그런 악한 

천사들도 제가 잘 섬기고 기도하고 열심히 비니까 사람의 

비 도 알려주고, 병도 고치게 해주고 그걸로 먹고 살게 

해주었어요.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무당보다 더 무력한 것 같아요. 

저는 적 힘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싸워 이기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강한 예수님을 믿는 교인들이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할까? 

이젠 예수님이 능력을 안 주시나요? 아닙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열성이 무당보다 훨씬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속인일 때, 20 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밤 

11 시부터 1 시, 새벽 3 시부터 5 시까지 기도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명상 천 찾아다니며 수련과 정진을 

합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더라구요. 

성경 누가복음 9 장 1,2 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열 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셨습니다.  

여기 권세는 엑수시아인데 어떤 지위를 가짐으로 갖게 

되는 능력입니다. 능력은 뒤나미스인데 어떤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음으로 

모두 엑수시아, 즉 그리스도인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뒤나미스, 즉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뒤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 즉 

폭약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 안에서 뒤나미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무당도 뒤나미스가 

있는데, 우리가 뒤나미스가 없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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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기도하면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교회는 부흥하고 많은 혼들이 

교회로 몰려 올 것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인연합 미성경연구 연결망 안내 
 

오늘 이 메일을 받은 분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자신의 배움에 그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여 

차후 이웃에 전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인물이나 사건 

중심으로, 또는 표면적으로 이해합니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에 한 이해 없이 오직 믿으면 된다는 막연한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잘못 알거나 참된 깨닭음없이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성경을 바르게 경험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 신학적 지식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성경의 중심되는 내용을 산 

경험과 함께 제시됨을 보지 못한 결과입니다. 산 경험이라 

함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ㅡ성령의 

감화로 받아 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에는 세상이 줄수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귀한 경험을 위한 성경연구 모임을 미(MEE) 성경 연구로 

칭하는데 모세 (MOSES), 엘리야 (ELIJAH) 그리고 

에녹(ENOCH)의 문 이름 첫 자를 딴 것입니다. 모세 

엘리야 그리고 에녹은 살아 승천하 거나 죽었어도 

부활하여 지금 땅에 없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들에게 

알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현재 원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하고 주 

재림을 소망하며 마지막 시  주어진 사명에 함께 

진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러한 생명을 잃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잠잘때 생명없는 

상태를 간접적으로 경험합니다. 잠이 들때 죽음과도 같은 

무의식에 들어갑니다. 그 무의식속에는 선도 악도, 부와 

빈도 아무런 차이도, 그것들에 한 인식도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이 세상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잃은 

생명에게는 온 세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 생명의 가치는 값으로 따질수 없으며 

원한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우리  상상의 한계를 

넘습니다. 그런데 2 천년전의 예수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 5:39)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나 결국 그 

생명을 가르치는 성경이 예수를 가르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11:25-26)  

 

원한 생명은 예수에 한 체험적 믿음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체험적 믿음은 다가오는 그분의 

재림을 위한 준비를 중단없이 지속케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미성경연구 모임의 확산을 통해 

함께 알리고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은 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이들을 함께 

연구할 필요가 있다. 믿음으로 하는 기도에는 하늘로부터 

오는 학문이 있다. 인생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학문을 이해하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로 되리라” (막 11:24) 고 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셨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하신 바를 구하고, 또 무엇이나 받을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써야 하는 것이다. 이 

조건들이 이행될 때에는, 허락하신 것을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Ed 257.7)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찾아 구하게 될 것이며, 계속적인 필요와 

의뢰심이 생길 것이다. 기도는 혼의 생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다. 가족 기도나 공중 기도는 각각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이나, 적 생활을 유지시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은 히 교제하는 일이다. (Ed 258.3)  

 

 

 

미 성경연구 내용 

 

마지막 시 를 위한 성경과 예언의 신의 이해 및 간증을 

포함한 말씀 

   

미 성경연구 참여 방법 

 

북미서부 지역모임: 

 

미서부그룹-1: 2018 년 미서부 지역모임은 매주 화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40 분 동안 진행되며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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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컨퍼런스 번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712) 775-7035 / 엑세스 코드:  889722#  

 

미서부그룹-2: 미국인 기도회원 또는 어가 가능한 

분들을 위해 어로 진행되는 모임이 매주 목요일 오후 

8 시 (미서부 시간)에 50 분간 있으며 아래 번호를 

사용합니다. 

 

 (818) 273-1108 (엑세스 코드 필요없음) 

 

또한 해외에서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성경연구 모임 소식을 

이메일을 통해 받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성함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미성경연구:  meebible@prayercoalition.com   

문의 전화:  253-326-6451  

 

그외 미 서부 그룹, 동부 그룹,  한국, 일본 및 중국 등 기타 

지역 그룹 모임은 모임이 준비되는 로 추후 발표합니다. 

 

미 성경연구 연결망 (MEE Network) 참여 

 

정기적으로 미성경연구에 참여하는 단체 및 성경연구 

그룹들이 함께 모여 연구발표 및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여하기 원하는 그룹의 표자는 위의 이메일 주소로 

순서 날짜 및 내용 확인을 위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재림기도인연합 회보 
 

기도인연합 회보는 각 교회의 기도모임 소식을 전하며 재림교회 성도들의 연합기도를 권장하는 단체인 기도인연합의 

공식회보입니다.  새로 이메일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이름과 전화번호 소속교회 및 간단한 소개를 하여  

admin@prayercoalition.com (제목: subscribe)으로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언제라도 이메일 

받기를 원치 않을경우 제목: unsubscribe 로 하여 보내시면 메일리스트에서 제외됩니다.  이 회보 내용에 관한 의견 또는 문의는 

editor@prayercoalition.com 로 하시기 바랍니다.    2018 년 편집위원회: 고문경 남 극 성선제 안상기 이학봉 한규형 

 

  

기도인연합/ 연합기도운동 안내 

 
우리들과 교회의 적 각성이 어느때 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적관계 회복이 시급함을 자각하며 2007 년 8 월 9 일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이 2007 년 8 월 26 일  2 차 모임을 시작으로 미주와 해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간구를 

통하여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 5:17,  단 10:12) 을 우리가 진실로 믿을때 우리의 교회일은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의 봉사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고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연합기도운동에 교회에서 단체로 또는 

개인으로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미서부:   253-326-6451   • 626-665-8445  /  동부: 440-600-1857  • 336-340-9274  /  한국: 033-763-1054    

/  일본: 03-5604-5125  /  E-mail: info@prayercoalition.com     

 
 

TEL: 619-758-4006  • FAX:  858-909-8214     

Prayer Coalition    P. O. Box 1216, Delano, CA 93216-1216 

Email: admin@prayercoalition.com  Web: prayercoal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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