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국 정렬 가속화
아셰르 인트레이터

이스라엘과 교회와 열방은 중요하고 집중적인 재정렬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1. 엘룰/40 – 지난 주말은 엘룰 월(성경력의 여섯 번째 달)의 시작이었습
니다. 유대 전통에서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티슈레이 월(일
곱 번째 달)의 최고 거룩한 날들 전에 회개와 용서의 시간입니다. 이
달과 티슈레이 월의 처음 10일‐‐나팔절부터 속죄일까지‐‐동안은 거의 4
0일입니다. 저희는 예루살렘 지역의 다섯 회중과 함께 욤 키푸르(속죄
일)을 위한 성회를 열어 이 기간을 마칠 것입니다. 금년이 슈미타 (안
식년) 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 예언적 시기가 더욱 더 중대해집니다.
2. 척추 정렬 – 최근 우리는 기도 가운데 척추 재정렬과 유사한 점을 감
지했습니다. 척추가 제자리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엄청난 통증이 있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이 빠른 재정렬은 메시아의 “몸” 전체에 있어
척추를 “딱” 하고 맞추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3. 다림줄 ‐ 정렬은 건축자의 다림줄같이 완벽해야 합니다. 아모스 7:7‐8
은 예슈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다림줄을 들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의의 기준인 다림줄과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실 계획을 붙들고 계십니다.

4. 진입하는 기차 – 또 다른 비유는 선로를 따라 들어오는 기차입니다. 이
기차가 다가올수록, 굽었거나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는 선로는 기차 앞
에서 똑바로 맞춰집니다. 기차가 다가오는 힘은 선로를 휩쓸어 그 앞에
정렬하게 만듭니다. 줄에 맞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박살나거나 묵살됩
니다. (눅 3:4‐7과 사 40:3‐5를 비교해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
까이 왔느니라” – 마 3:1‐3.
5. 시편 2 편 및 133 편 –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행하는 역정렬이 있
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시편
2편에 묘사되어 있고, 긍정적인 것은 시편 133편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두 시편 모두에 “함께 연합된”의 의미인 히브리 단어  יחד야하드가 있
습니다. 시편 2편에서는 열방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대
적하여 연합되었습니다(2절). 시편 133편에서는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
과 기쁨으로 연합되었습니다(1절). 두 시편 모두에 예루살렘을 일컫는

시온  ציון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온은 “푯대”라는 의미입니다. 예
루살렘은 열방에게는 적대감과 논란의 초점이 될 것이지만(2:6),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에게는 축복과 연합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133:3).
주: 다음 주에 저희는 이 왕국 재정렬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도제목을 드리

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최근 큰 수술을 받은 저희 친구들 에디 산토로, 야곱 담
카니, 패티 저스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청소년 돌파
에이탄 쉬시코프

카찌르 (추수) 전국 청소년 캠프는 메시아닉 십대 청소년들을 예슈아의 재림 전
마지막 추수 때 일군과 지도자가 되도록 구비되게 하려는 여러 회중의 연합사역
입니다. 지난 주 일주일 동안의 캠프 끝에 젊은이들이 예슈아를 영접하러 앞으로
나왔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집회 장소는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찼습니다. 청
소년들은 카찌르의 영적 엄마와 아빠들한테 기도를 청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
게 하리라…” (말 4:6).
날마다 카찌르 십대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은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란
고원의 기가 막힌 아름다움에 젖어 산행을 했고, 소홀히 다뤄진 마을공지를 개선
하기 위해 잡초를 뽑았습니다. 매일 저녁 그들은, 이 젊은이들을 구비시키는 일을
돕는 데에 강하게 헌신된 메시아닉 이스라엘인들인 여러 강사들로부터 집중적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희는, 이스라엘의 아들, 딸들이 전심으로
주께 돌이키는 이런 시간을 고대하며, 기도하고 섬겨왔습니다. 이번 여름 캠프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필수적인 후속 조치들이 남았습니다. 저희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들이 읽
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성경 말씀을 보낼 것입니다. 그들의 의논 상대자들이
그들과 결속되었고 계속 연락을 주고받을 것입니다. 그들의 지역 청소년 지도자
들과 목사들과 부모들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번 여
름에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행하신 일 위에 세울 다음 카찌르 캠프를 계획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로니를 예슈앗 이스라엘 회중의 목사로

회중들을 세우고 후원하는 것은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목표 중 하나입니다. 최근
저희 스텝 중 한 명이자, 약물 재활 센터 베이트 하예슈아(구원의 집)에서 정기적
으로 섬겨온 로니 레주완이 그들의 예슈앗 이스라엘(이스라엘의 구원) 회중의 목
사직을 담당해달라는 청을 받았습니다. 이 회중은 현재 약 70명이 출석하고 있으
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절반 정도가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거나 졸
업했습니다.
로니와 회중과 강력한 리더십 팀이 세워지기를 위해서, 또 참석자들을 데려다 줄
새 차량 구입을 위한 재정을 위해서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레위제사제도 요약

이 메시지에서 아셰르는 많은 믿는 이들이 힘들어 하는 주제―레위기의 제사제도
에 대해 말씀을 나눕니다. 성전 시대의 제사 의식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그것들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것일까요? 보
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youtu.be/3_iJ7Rls4PY

아글로우 글로벌 컨퍼런스

저희는 이번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아글로우 인터내
셔널 (http://aglow.org/) 글로벌 컨퍼런스에 아셰르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을 초
청합니다. 아셰르는 이 컨퍼런스의 주강사 중 한 명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 지
도자들과 아울러, 전에는 무슬림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이인 그의 친구
아룬 이브리힘이 그와 함께 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아주 강력한 축하와 지식 나
눔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십시오!
(http://aglow.org/get-involved/events/global-conference-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