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유의 회복
우리는 회복이라는 성경의 원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매우 좋게(창 1:31)”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와 사탄의 반역으로 심각한 파멸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우리를 저주로부터 구할 뿐만 아니라, 상처 입은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은 먼저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 혼, 육이 구속을 받습니다. 허나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은
일반적이라, 세상의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개인적 회복은 기독교계에 더 잘 알려져 있고, 세계적 회복은
유대교계에 더 익숙합니다. 새 언약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전통 유대 기도문인 “알레이누" (우리의 의무)는 하루 세 번 모든 예배를 마칠 때 암송되는데, 이러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 – לתקן עולם במלכות שדי엘 샤다이의 왕국 안에서 세상을 고치소서." 여기서 “고치다”라는
단어는 " – תיקון티쿤"입니다. [이것이 댄 저스터 DAN JUSTER, 단 핀토 DON FINTO, 데이빋 루돌프 DAVID RUDOLPH, 에이탄
쉬쉬코프 EITAN SHISHKOFF, 폴 윌버 PAUL WILBUR 와 저희가 다 함께 이끌어 가는 사역 단체의 이름입니다.]
세상의 회복(티쿤)은 저희의 사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적인 세계관에 있어 핵심입니다. 신약에는
세상의 회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이 다섯 군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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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7 – 교회
롬 11 – 메시아닉 남은 자
마 19 – 자연계의 피조물
행 1 – 이스라엘 왕국
행 3 – 만유

마 17:11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예슈아께서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진 이가 “먼저” 오리라고 예언하십니다. 그것은 예슈아 재림 이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때 DAYS OF ELIJAH”에 임할 회복은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세상의 만물을 뜻하지 않는데, 그것은 오직 예슈아 재림 후에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복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계 19:7)”는 예언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요소들은 예슈아 재림 이전에
믿음의 공동체들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있는 것들이
열국 가운데 계시되고 전달될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예언적 사역에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은 재림을 맞는 참된
교회의 회복입니다.
롬 11:15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또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회복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이중적인 회복은 계 7:4 와 7:9 에
나타납니다. 회복될 요소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 신앙 공동체에서 발견되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희생적인 사랑과, 넘치는 나눔, 담대한 전도, 기적적인 표적과 성도들의 연합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1 세기 사도들의 공동체보다 더 강력할 것입니다(롬 11:12). 종말의
부흥은 그들이 체험했던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행 2:17). 메시아닉 남은 자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일으키는
결정적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 19:28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전세계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함께 각자의 충만함으로 들어설 때 (롬 11:15, 25), 그들은
예슈아께서 돌아오시기를 힘을 모아 부르짖을 것입니다(마 23:39, 계 22:20). 그 땐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천 년 동안 세워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은 이 두 가지의 주요소를 모두 포함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갱생 REGENERATION"입니다. 히브리 번역을 보면, “창조의 갱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 원어를
보면, ‘팔리게네시아’라고 되어 있는데 ‘팔리’는 ‘다시’라는 뜻이며 ‘게네시아 GENESIA’는 창세기 GENESIS 와 같은
창조를 의미합니다. 자연계의 피조물들도 구속될 것입니다(롬 8:19-22). 하늘과 땅은 노아의 홍수 직후처럼
새로워질 것입니다(벧후 3:3-5). 사람들은 더 오래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사 65:17, 20).
두 번째 요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전세계적인 왕국입니다.
행 1:6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사도들은 예슈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직후에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이 성령을 받고 열국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왕국은 전세계적일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만 속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통치적일 뿐 아니라 영적이기도 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왕국의 갱신이자 확장인 것입니다(사 2:2-4). 이전의 통치권은 회복될 것입니다(미
4:8).
예슈아께서는 예루살렘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통치하는 열두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 자들은 나머지 나라들을 다스리는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예슈아께서
영광으로 돌아오실 때 말입니다(마 16:27; 19:28; 24:30; 24:46-47; 25:21; 25:31; 26:64).
행 3:21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창조
때에 계획되었던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이스라엘에 예언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교회에 약속된 모든 게
포함됩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을 포함합니다(엡 1:10).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모두에게 큰 소망의 근원이요 격려가 됩니다.

두 가지 긴급 기도 제목
1. 이스라엘 언론 – 이스라엘 언론들 가운데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보도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예정된 상태입니다.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무슬림 세계 – 이번 주에 TV 에서 히브리어로 말하고 아랍어로 번역하여 복음을 전할 굉장한 방송의
녹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