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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
아셸 인트레이터

브라질에서의 집회 기간 동안, 2017 년으로 들어서면서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저는 사도행전을 사역의 패턴으로 삼아왔습니다. 꽤 오래 전인 1984 년
부터 성령님께서 저희를 메시아닉 유대인 사도적 공동체로 이끄시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사도행전 1 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시작했던
것을 끝마치는 비전을 삼았습니다. 아하밧 예슈아는 사도행전 2 장의 말씀으로
예루살렘에 회중을 세우는 비전을 삼았습니다. 티페렛 예슈아는 사도행전 9 장과 같이 더
넓은 지역 텔 아비브 지역까지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사도행전 13 장의 안디옥과
같이 보내는 공동체(회중)가 되었습니다. 티쿤 인터내셔널은 사도행전 15 장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였던 것과 같이 다른 사도적 그룹과 협력하는 연합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회복 중심의 사역들은 사도행전을 그들의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새로운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다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형태 뿐만
아니라, "시대"라는 것인데, 이것은 고전 10:11-"…또한 말세(the end of the ages)를 만난
우리를…위하여"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 장의 성령의 부으심은 대략 AD 33 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67 년에
목베임을 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AD 70 년에 파괴되었습니다.
요한이 그 이후로도 연명하며 대략 AD 90 년 까지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폭발적인 역사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사도적인 부흥들은 전세계적으로 명백하게
지속되어왔지만, 사도행전의 모든 "행적"이 일어났던 AD 30 년 이후와 AD 70 년 이전의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습니다.
바울과 다른 제자들에게 "시대의 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세대에는 AD 70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이었을 것입니다. (짐작건데, 우리 시대에 있을) 재림 때 또다른
"시대의 끝"이 있을 것입니다. BC 586 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함락때에 시대의 끝이 있었고
노아의 때(벧전 3:5-10) 이전에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의 끝(계 20-21 장)에 또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예슈아,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요한, 그들 모두는 이중적인 "끝(마지막)"에 대해 언급했는데,
하나는 그들 시대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곧 일어날 것입니다 (마 24:3). 이런 이유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언이 겹쳐지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첫 번째 시대는
그들 시간에 있었던 "시대의 끝" 바로 이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의 새로운 시대는 우리
세대에 있을 "시대의 끝" 바로 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 두 시대 모두에 예루살렘의
파괴가 포함됩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시대는 예슈아께서 이 땅으로부터 하늘로 승천하신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서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바로 직전의 시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간대의 독특한 요소은 열방의 에클레시아(교회)와 메시아닉
공동체가 이스라엘에서 서로 겹친다는 것입니다. AD 33 년 전에는 에클레시아가
없었습니다. AD 70 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습니다. 한 세대 동안에 에클레시아와 남은
자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2 천 년 만에 처음으로 이 둘이 이 장소에 다시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현재의 절호의 기회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정확히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AD
2000 년에 시작되어 2040 년에 끝나게 될 것인가? 지금 2017 년에 시작되어 이 세대의
언젠가 끝나게 될 것인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조건들이 역사적으로 전례없이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열방의
부흥주의자 및 사도적 에클레시아와 이스라엘의 부흥주의자 및 사도적 메시아닉
남은자들 사이의 동조(同調)가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이전의 세대에는 이러한
동조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열방에도, 이스라엘에도, 교회에도, 정보 통신에도,
계시에도, 부흥에도, 핍박에도, 사도행전 1:8 의 지상대명령 완수에도, 사도행전 2:17 과
같이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으심에도, 사도행전 3:21 에 기록된 모든 것의 회복에
대해서도 시간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7 년은 사도적이고 종말론적 예언들이
일어나기 위한 돌파와 “재시작(restart)”의 해입니다.

심판 | 댄 저스터

선지서들은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하기 전에 전 세계에 대한 심판이 있을거라고
가르칩니다. 이 영상을 보시려면 클릭하십시오.(영어).

에스더 금식 2017- 날짜를 저장해 두세요!

달력에 표시해두세요! 3 월 9 일 목요일에 저희는 8 시간 동안 지속되는 예배, 기도, 그리고
금식을 위한 모임을 한 번 더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계 어디에 계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생중계되는 방송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Watch in English.

회복 티쿤 가족 컨퍼런스

6 월 2 일 부터 4 일 까지, 미국 메릴랜드주의 엘리콧 시티 (Ellicot City, MD) 에서 열리는
RESTORE 티쿤 가족 컨퍼런스의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사는 마이크 비클, 아셸
인트레이터, 에이탄 쉬시코프, 그리고 대지얼 저스터이며, 예배인도자는 폴 윌버와
미스티 에드워즈입니다! 열방에 계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빨리
등록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