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중에 들어가야만 하나요?
아셰르 인트레이터
어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제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왜 지역 교회에 들어가야만 하나요?” 글쎄
요, 죄를 용서(구원)받기 위해서, 회중에 들어갈 필
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많습니다. 그 몇 가지는 이렇습니다.

1. 예슈아의 의도 – 시몬 게바(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직후에 예슈아께서는 이런 말씀
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케힐라, 에클레시아)를 세우리니” –
마태복음 16:18.

예슈아를 따르기로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는 예슈아의 의도에 협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2. 영적 전쟁 – 위의 같은 구절에서 예슈아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에 대하여)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18.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마

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영적 권위가 있게 됩니다.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면, 그 사람은 쓸데없이 마귀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3. 복음에 대한 반응 – 베드로는 그의 첫 번째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행 2:38). 구원받은 사람들은 즉시로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신도의 수가 … 더하더라” – 행 2:41, 47). 복음에 대한 그들의 반응은
주님과 지상에 있는 그분의 공동체에 대한 깊은 헌신이었습니다(행 2:42-47; 4:32-35).

4. 연합된 기도 – 베드로는 체포되어 옥에 갇혔었지만, 천사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풀려났습니다(행 12:3).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행 12:5)
였습니다. 연합된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더 강력합니다. 연합된 기도는 믿음의 공동
체 안에서 일어납니다(마 18:19).

5. 도덕적 책임 – 예슈아를 따르는 자들인 우리는 신실함과 정직의 원리에 따라 살아
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형제자매들은 권고와 직면으로 우리가 그 죄에

서

빠져나오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은

회중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마

18:15-19). 믿음의 공동체에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 서로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관계
의 기틀이 없습니다.

6. 각 도시에 세워진 장로들 – 우리는 바울(사울)의 모든 전도여행에 걸쳐 기도, 복음
설교, 새로 믿는 이들을 회중으로 모음, 장로 임명의 일들이 반복되는 양상을 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 – 행 14:23. 모든 도시, 모든 곳에서 믿는 이들은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들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에 다른 양상은 없습니다.

7. 바울 서신들 – 어떤 사람들은 바울 서신에 있는 구절을 인용하여 회중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데, 이는 모순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등 바울 서신 대부분은 지역 교회에 보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역
회중의 일원 자격으로 그 서신서들을 읽어야 합니다.

8. 성령의 은사 –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개인적이고 독립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성령님은 우리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에 대한 주된 설명은 고린도전서 12~14장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모
든 은사가 언제나 믿음의 지역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봅니다(고전
12:4, 14, 26, 14:4, 5, 12, 26).

9. 예슈아의 편지들 – 바울만 지역 회중에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슈아께서도 쓰셨
습니다! 요한계시록 2-3장에서 우리는 예슈아께서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들을 봅니다.
그분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지역 교회의 지체일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주님께서 기대
하신 것이었습니다.

10. 우주적 에클레시아(교회) – 지역 회중은 더 큰 메시아의 몸의 세포 혹은 지체입니
다. 우리는 그렇게 예슈아의 머리되심에 참여하고(엡 1:22),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엡 3:10),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엡 3:21), “신부”의 비밀을 드러내고(엡 5:25), 세상에
서 진리의 기둥을 지탱시킵니다(딤전 3:15).

지역 교회 회중이 자기 교회 건물에서, 혹은 누군가의 집에서, 혹은 숲 속에서 몰래 모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슈아를 믿
는, 한 지역의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좋은 “가족의 집”을 찾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반기문과 테러
에디 산토로
반기문 국제연합(UN) 사무총장은 최근에 이스라엘
의 “정착촌 정책”이 최근 잇단 테러리스트 폭력의
근본 원인이라고 탓했습니다. 이슬람권 전체가 공공
연히 두 국가 해법이 아닌 이스라엘의 궁극적 멸망
에 헌신되어 있다는 사실은 완전히 무시되었습니다.

반 사무총장은 테러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으로 최근 파리에서 열린 기후회의를 개회하
면서 이슬람 급진주의자들이 사람들을 죽인 도시들을 언급했는데, 텔 아비브와 예루살
렘은 확연히 생략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은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일이기에, 공
식적으로 테러가 아닌 “점령에 대한 저항”으로 묘사됩니다.

그런 생각은 프랑스가 테러공격에 대해 대응할 때 결코 표출된 적이 없습니다. 뉴욕 쌍
둥이빌딩에서부터 아프리카와 유럽에서의 공격에 이르기까지, 세계 지도자들은 언제나
각 나라가 이슬람 테러에 대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때 각 나라의 대응을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의 그 어느 나라보다 더 오랫동안 더 처참하게 고통당해
온 이스라엘은 자국민에 대한 테러 공격에 대응할 때 공공연히 비난 받습니다.

이러한 테러 공격에 헌신하도록 자국민을 부추기고 있는 세력들이 파쇄 되고 무찔러지
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그리스, 싸이프러스
그레타 마브로에서
최근에 이스라엘과 그리스와 싸이프러스는 천연가스,
전력망, 대테러 안보에서 협력하기로 삼자협정을 체
결했습니다. 다음은 이스라엘 외무부가 발표한 고무
적인

보도

자료입니다.

보시려면

여기

(http://mfa.gov.il/MFA/PressRoom/2016/Pages/Trilate

ral-meeting-between-Israel-Greece-and-Cyprus-28-Jan-2016.aspx)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이스라엘의 "감시자"
최근에 갈렙 마이어스(http://jij.org/meet-calev-myers/)
가 예루살렘 현지 언론 마아리브 증보판 표지에 나
왔습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스라엘
의 새로운 “감시자”로 소개하고, 전 세계 정치선전
에 대항하여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있는 그의 노력을
칭찬했습니다. 예루살렘사법연구소(http://jij.org/)가
계속하고 있는 일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더 이상 남이 아니다  다니엘 저스터 [ 1 부 ]
이번 주 말씀 강의 영상입니다. 보시려면 여기
(https://www.youtube.com/watch?v=sMzxvYKmu
SU&feature=youtu.be)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강의,
한국어 통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