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의 재림 조건의 우선순위정하기
코디 아쳐
우리가 예슈아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의 마지막 날들
을 살고 있다는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도 주께서 다시 오실 수 있기 위해 충족되
어야만 하는 두 가지 주요 조건을 주셨습니다. 하나
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예루살렘 도시에 유대인
들 중에 믿는 남은 자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이 오시
어 그들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도록 그분을 환영해야 합니다(마 23:37-39). 두 번째는,
천국복음이 이 지구 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마 24:14).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의 몸은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을 더 강조해왔습니다. 이 조건은
이스라엘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 중에 가르쳐지고 깨달아져야 할 필요가 있습
니다. 우리의 최대 소원은 예슈아 왕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악을 제하고, 의와 평강
의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것을 보는 것일 것입니다. 예슈아께서
그분의 친족 유대인들이 그분을 환영할 때까지 다시 오실 수 없으시다면, 믿는 자들인
우리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집으로 환영하도록 돕기 위해 우
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
니다.

모퉁이를 돌다
두 번째 조건—지상명령—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데요, 제가 믿기로는, 이곳 이스라엘
에 있는 메시아의 몸 안에 있는 저희가 모퉁이를 돌아, 이 지상명령을 고무하고 그것에
참여하라는 저희의 부르심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은 인구의 1%에도 못 미치는 사람들이 예슈아를 따르는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 동족이 아직도 미전도 종족인데, 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타당한 반박이며, 많은 유대인 신자들도 그렇
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이스라엘 내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유대인, 아랍인, 베두인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넓힐 뿐만 아니라, 아직도

천국복음을 들어야 하는 다른 6,000여 미전도 종족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
라고 초청하신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11:25-26은 우리에게 이방인의 구원과 충만해짐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조건이라
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치가 그런 것이라면, 지상명령을 이루어 가장 어둡고 가장 복
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 끝에 천국복음을 가져가는 것은, 열방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그런 것처럼, 이곳 이스라엘에 있는 저희에게도 더 큰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 받고 예슈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기 원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서로에게 달려있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이 중 하나를
더 분명하게 보는 것이 우리의 성향입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닙
니다. 둘 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온 몸–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의 완전한 협력을
요구합니다. 예슈아께서는 그분의 고난을 보상-모든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믿는
자들이 구원의 옷을 입고 그분 앞에 경배(계 7:9-10)-받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일꾼의 물결이 이곳 이스라엘과 모든 땅에 추수하러 보내지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에클레시아(교회)를 축복함
2015 아글로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전한 이 메시
지에서 아셰르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
인 남은 자들이 전 세계 메시아의 몸(에클레시아)에
보내는 사랑과 헌신의 축복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5

아글로우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전해진

말씀을

주문하시려면

여기

(http://www.mcssl.com/store/cart31/all-conferences/2015-conferences/aglow2015)를
클릭하십시오!

보시려면

여기(https://www.youtube.com/watch?v=5_Yc-eB2ULs&feature=youtu.be)

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자원봉사의 기회
저희가 가르친 것들이 열방에 전해지게 하기 위해
저희는 놀라운 전 세계 자원봉사자들 네트워크에 의
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웹사이트를 다시 개
선하고 있고, 계속해서 미디어에 대한 투자를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많이 커지다보니 더 많은 자원봉사
자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적습니다!

저희는 현재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1) 저희 주간소식지 글 번역.
저희는 매주 전자메일로 저희 글을 내보내고 있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번역하기로 헌신
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번역자는 모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이 고급
수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2) 저희 웹사이트 번역.
저희 웹사이트를 위한 번역은 분량에 있어서 짧은 문장 및 문단에서부터 전 페이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그러나 전자메일 주간소식지와 달리, 이 번역일은 훨씬 이따금
씩 있습니다. 이 역시 번역자는 모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실력이 고급 수준이어야 할 것
입니다.

3) 워드프레스 블로그 관리.
독자님께서 용이하게 컴퓨터를 다루시고 또 배우고자 하신다면, 저희 블로그를 업데이
트하는 것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저희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독자님의 언어로
글을 올리는 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일은 번역하는 일이 전혀 필요하
지 않기에 저희 스텝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중급 수준의 영어 실력이면 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싶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곳으로 메일을 보내주십시오:
andrew@reviveisrael.org.

아랍 부흥의 기회
이 비디오에서 아셰르 목사님은 중동, 이슬람, 아랍
국가들과 관련한 최근의 사건들에 대한 목사님의 조
언을 제시합니다.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반
응하고

기도해야

할까요?

보시려면

여기

(https://www.youtube.com/watch?v=mSGEGtpYY
OA&feature=youtu.be)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기도 부탁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아셰르 목사님, 베티 사모님, 유
발 형제님은 제네바 게이트웨이즈(http://gatewaysbeyond.ch/)
예배팀과 함께, 아글로우 인터내셔널(https://www.aglow.org/)
이 주최하여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범유럽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 집회의 성공과, 아셰르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기름 부으심과, 참석한 지도자
들이 신선한 능력을 덧입고 파송되어 각자의 나라에서
부흥을 보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