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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전략적 계시를 믿습니다. 그것을 어떤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들은 ‘백 투 예루살렘’이라고도 하지요. 이것은 극동
과 아시아 지역의 형제 자매들에게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선 모든 지역에, 시대의 제한 없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막 16:15) 그러
나 또한 세기를 거쳐 이어지는 어떤 방위적 계획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물결’
은 일반적으로 서쪽으로 흐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셨을
때, 그들은 동쪽을 향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을 때, 그는 서쪽을 향
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다 왕국은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스룹
바벨 때로부터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인류에게 주어진 성경적 소망을 상징
합니다.]

예슈아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1:8) 복음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사울은 시리아와 터키를
향해 북쪽으로 여행했고, 아시아를 향해 동쪽으로 이동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
서 그 계획을 막으셨지요. (행 16:6~7) 대신 성령께서는 그를 그리스(행 16:9~10)로, 후에
는 로마(행 23:11)로 인도하셨습니다.

수년 후 복음은 유럽 전역을 관통하여 서진했고, 결국 남북 아메리카에까지 이르게 되었습

니다. 부흥은 18세기 미국 동해안에서 시작되어 20세기로 접어들며 서해안에 오순절 운동
을 일으켰습니다. 거기서 복음은 태평양을 건너 아시아로 향했고, 특별히 1900년대 말에
이르러 남한 땅에 상륙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인도와, 아프리카, 중국 등지에서 기적적으
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다 보면, 복음은 결국 그 시작점에 이르게 됩
니다. 이스라엘이겠지요. 이것은 마치 복음이 사도행전 기록과 반대로, 즉 28장에서 시작하
여 1장으로, 땅끝에서 사마리아, 유대, 예루살렘의 순서로 전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끝에 가
서는, 예슈아께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같이 똑 같은 방식으로 하늘에서 감람
산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세계 복음화 전략에서 정말 흥미로운 면 중 하나는 현재 아시아
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의식의 전환은 복음이 이들
‘비 백인계’ 국가들로부터 이슬람과 아랍권으로 향하는 것일 겁니다. 그 후에는 단 하나
의 목적지만이 남겠지요. 이스라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예슈아께서 그리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간의 복음 전파에는 목적, 목표, 그러니까 결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
슈아의 재림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지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마 24:14),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왕이자 메시
아로 영접하면(마 23:37~39) 끝이 올 것입니다. 이 전략적 비전에는 다음의 다섯 단계가
있습니다.

1. 극동, 아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부흥
2.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복음화
3. 이스라엘 내 메시아를 믿는 남은 자들의 회복
4. 예슈아의 재림 그리고
5.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심

우리가 이 ‘천국 복음’ 전략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믿는 유대인 공동체가 반드시 ‘제3세
계’의 부흥과 이슬람 지역의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받아야 하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크
리스천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슈아의 예루살렘으로의 재림에 대한 비전을 소유해야 합니
다.

성경 수수께끼: 몇 명의 박사들이 동쪽에서 찾아와 새로 나신 메시아를 뵈려 했습니까?

답: 성경에는 숫자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아직 유연성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 수 없는 숫자인 거죠. (계 7:9) 박사들은 분명히 동쪽에서 올 것입니다. 이번에
는 엄청난 무리가 왕이신 메시아께서 영광 가운데 오시는 모습을 보러 올 것입니다.

번역: 고병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