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2016
메시아닉 사도적 사역
아셰르 인트레이터 – 「모든 권세」 22장에서 발췌

오늘날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 남은 자들은, 그 남은 자들 안에 사도-선지자적
사역팀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1세기 제자들의 공동체가 부분적으로 회복
된 것입니다. 이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지만 저희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이 마지막 때 예언의 성취에 어떤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은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도행
전 2장에서 그들은 오순절(샤브옷) 아침에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약
속과 성령 부어주심 사이에, 제자들은 부흥으로 이끈 뜨겁고 연합된 기도에 헌신했
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와 성령 부어주심 사이에는 아직 또 다른 요소가 있었는데
요, 열두 번째 사도의 지명이었습니다.
언뜻 보기에, 그 지명은 의미심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두 번째 사도의 회
복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언약 양식을 보존하기 위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
것은 엘리야의 제단의 열두 돌(왕상 18:31)과 여호수아의 열두 기념석(수 4:2-3) 같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새 것”은 언제나 “옛
것”, 즉 이전 언약 아래에서 세워진 예언들과 양식들에 충실합니다.
열두 번째 사도의 재지명은 오늘날 이스라엘의 사도-선지자적 메시아닉 남은 자들
의 회복의 상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집 운
동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연합된 기도 네트워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연합된 국제
기도네트워크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이 나란히 출현하는 것은 마치 마지
막 때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역사적인 마지

막 때 부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징조 같습니다.
사도행전 2:17의 세계적 부흥의 약속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것입니다(욜
2:28 – 3:1). 이 본문은 홀로코스트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세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
엘 나라와 예루살렘 도시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예언적 암시 같이 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의 남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불
러내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제자리에 들어오면 마지막 때 예언들이 이루어지
기 위한 조건들이 차려질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적 재앙이라는 부정적 예언들
과 전 세계적 부흥이라는 긍정적 예언들이 들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저 역사적인 사도 공의회가 이방인 교회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열렸습니다. 그들은 열방의 교회가 유대인 정체성에 있어서 아
주 중요한 토라의 특정 계명들(할례, 음식, 절기 등)을 지킬 필요 없이 성장하도록
고무하는 은혜롭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침은 전 세계로 보내졌고 그
결과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배가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행 16:4-5).
이방인 교회들도 그와 똑같이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온 메시아닉 지도자들에게 복종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로 더욱 들어갈수록, 이스라엘의 메시
아의 몸에서 비롯된 열방의 교회를 위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전략적인 능력 전수
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열방의 교회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 사이에 생
기는 사랑과 겸손의 정렬이,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를 예슈아의 재림과 그분의 나라
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 준비시키는 것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불행하게도, 메시아닉 운동을 하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균형 잡히지 않고 볼썽사
나운 가르침을 퍼뜨려왔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
께서 고치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닉 남은 자들
과 열방의 교회 사이의 관계로부터 나오게 될 한 축복은 연합입니다. 요한복음 17
장에서 묘사된 대로 기도를 통한 성령 안에 연합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 11장에서
묘사된 대로 동일한 역사적 뿌리에 접붙여짐을 통한 연합이 있습니다. 이 연합은
또 에베소서 2-3장에서 “한 새 사람”으로 묘사된 것이기도 합니다.
(아셰르의 책 「모든 권세」를 주문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0일 금식

이스라엘의 믿는 십대와 청년들의 풀뿌리 그룹들이 9월 3일 토요일부터 10월 12일
수요일까지 40일 금식기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라기 4:6 말씀에 따라
“아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비들에게로 돌이키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9월 3일은 히브리달력의 엘룰월이 시작되는 날과 맞아떨어지는데요, 유대전통에 이
달은 가을의 거룩한 날들을 준비하여 회개와 기도에 전념하는 달입니다. 금년에 나
팔절이 10월 2일이어서, 속죄일이 10월 12일 금식을 마치는 날을 장식하기에, 이
젊은 믿는 이들은 이 세대들을 위한 중보의 때와 유대력의 거룩한 날들의 성경적
의미 사이에 예언적 연관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다가오는 세대에, 특히 믿는 이들에게, 그리고 특히 지도자들의 자녀들에
게 계속적인 영적 공격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지금이 부모들과 자녀들 모두의
마음을 돌이킬 때이며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역
행”시키고 영적 횃불이 이 다가오는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들은 이 세대 간의 화해가 이스라엘과 열방 모두에 마지막 때의 대부흥의 길을 닦
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의 젊은 아랍 기독교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이 세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중보할 때
동참하시도록 초대 받으셨습니다.

분명해진 하나님의 계획

이 말씀 강의에서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은 인류와 피조세계를 다시 그분에게
로, 그리고 그 원래 목적대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의 윤곽을 설명합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youtu.be/ZUPIQnA6IyQ

저희 팀을 만나보세요: 제이콥

이번 주에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소셜미디어 디렉터인 제이콥 룬드발을 만나보십시
오.
중국어, 덴마크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한국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스
페인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N9WrOlI21M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