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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2 월
친애하는 여러분:
“두려움에 맞서다” 는 저의 자서전으로 올 해 4 월에 출간되었습니다. 저의 책을 칭찬해주신 분들 중에
Bob Jones III 박사는 제가 마치 “ 구약시대의 선지자” 같다고 말했습니다. Bill Monroe 박사는 BBFI 에서 두번
총장을 지낸 분이신데, 그는 “ Hymers 는 현대판 다니엘”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BBF 의 원로인 John
Rawlings 박사의 아들이자, the Rawlings Foundation 재단의 대표인 Herbert Rawlings 박사는 저에 대해 “ 미국의
최초! 예지력을 가진 지도자! 그의 삶은 그리스도를 위해 변화를 만드는 열정을 보여준다.” 라고 말해습니다.
전도자인 Don Boys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 두려움에 맞서다’ 는 설교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읽어야 한다.
“Hymers 는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된다… 그의 이야기는 이 시대의 필요들을 함축하고 있다 – 용기, 헌신, 그리고
성품.”
이 유명한 그리스도인들이 저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저는 종종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집니다. 저는 자주 질문합니다, “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지?” 제가 설교자로 부르심
받기 전인 사역 초기에, 하나님은 저에게 인생 구절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13).

61 년 가까이 되는 동안 저는 이 약속이 사실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 속에서 저는 많은 어려움과 후퇴를
겪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었기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해왔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저는 말할 수 없는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세계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깨우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그저 “ 큰” 싸움들의 몇몇 예시일 뿐입니다. 성경의 무오성에 대한 싸움이 있었는데, 저는
성경을 타락시킨 신학교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하여야 했습니다. 저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의지했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섭도록 모독스러웠던 영화와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 예수의 마지막 유혹” 이라는
영화였는데, 이 영화는 예수가 막달라 마리아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온전히 예수를
의지하였기에, 이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과 신문의 “ 가짜” 뉴스는 저를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의지했기에, 저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 혐의에서 완전히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또 낙태를 반대하는 싸움이 있었습니다. 제 동역자인 John Samuel Cagan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Hymers 박사는 두 낙태클리닉을 폐쇄하기 위해 교회가 전면적인 싸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그
진료소가 영원히 폐쇄될 때까지 멈주치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와 함께 섰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했기에 그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건물을 지키기위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악하고 죄 많은
사람이 320 명의 성도를 데리고 나갔고, 우리는 교회 건물을 거의 잃었었습니다.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싸움에 임할 때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려 합니다. 그리고나서 옳은 편을 선택합니다.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승리합니다.
많은 설교가들이 다른 교회에서 성도들을 훔쳐와 자신들의 교회를 세우려하는 이 때에, 저는 세상에서
많은 잃어버린 자들을 데려올 수 있었기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려는
싸움에서 승리한 이유입니다. 오늘도 150 만명의 사람들이 우리의 웹사이트를 통해 221 개국에서 40 개의 언어로
저의 설교를 읽고 있습니다.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John Cagan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Hymers 박사는 그의 오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받쳐주는
유일한 기반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다.”

우리 웹사이트 WWW.SERMONSFORTHEWORLD.COM 는
수백개의 설교원고를 40 개의 언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 Robert 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몇몇 안되는 사람들만이 나의 아버지를 이해해왔다. 왜냐하면
그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저는 오직 한가지의 이유로
내가 싸운 모든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바로 이 교회를 유지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설교 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일어서기를 요청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오직 두 사람만 다른 곳에서
구원받았었습니다.
나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친구인, Christopher L. Cag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Hymers 박사는
넘어지고 상처받고 무너진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이 엄청난 장애들을 극복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그들도 역시 도우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하셨다.”
Edi Purwanto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Robert L. Sumn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나는 모든 것이 그를 반대할지라도 진리의 편에 기꺼이
서는 사람을 존경하며 감사한다. Robert Leslie Hymers, Jr 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다.”
Kent Philpott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Hymers 박사는 우리가 그동안 들어온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가이다. 진정으로 “ 옛시대의 사람’ 이다.
Neal Weaver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Hymers 박사는 강한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반대에 맞서 싸울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Phil Goble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이 위대한 챔피언 설교가를 따라 검투사의 모던한 세상으로
싸우러 들어가라, 그 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Christopher L. Cagan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 40 년이 넘도록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사역해왔기
때문에, 나는 안다. R. L. Hymers 박사는 모든 두려움에 맞서 불가능한 것을 이룬 사람이다.”
당신은 저의 자서전인 “ 모든 두려움에 맞서다” 를 $10.00 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P.O. Box 15308,
Los Angeles, California 90015 로 C. L. Cagan 박사에게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체크에 “ CHRISTMAS LETTER” 를
쓰면 $10,00 할인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10.00 를 보내시고 제 자서전을 받으십시오!
성탄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송받으시길!
예수님 안에서,

Hymers 박사와 그의 아내 Ileana, 그의 아들 Robert,
그리고 Robert 의 아내 Jin, 또한 Robert 의 두 딸,
Hannah 와 Sarah.

Hymers 가족과 Hymers 사모님의 삼촌
Francisco Castro 와 Carolina, Briana, 과테말라에서
방문한 Erwin Cuellar 와 Antione.

R. L. Hymers, Jr.,
D.Min., Th.D., Litt.D.
빌립보서 4:13

Hymers 박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노동절
주말 성경 컨퍼런스에서 가르쳐주신
Elmer L. Towns 박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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