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내 사도적 사역의 청렴성과 정통성
-아셰르 인트레이터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적 사역이 전 세계 메시아의 몸 안에
회복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엡 4:11-13). 이스라엘 현지의 남은 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사도와 선지자 사역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사도적 혹은
선지자적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과장되었거나 가짜입니다. 다른
나라들에서 유효하다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스라엘로 수입된 것이지
토착적인 것은 아닙니다.
바울(사울)은 고후 10:3-5 에서 강력한 초자연적 전쟁을 말합니다. 10-12 장의
전반적인 주제는 진짜 사도와 가짜 사도를 분별하는 전투입니다(고후 11:13).
이 세 장에서 바울의 일차적인 영적 전쟁은 사도적 사역의 유효성과 청렴성에
대한 것입니다. 눈이 번쩍 뜨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 마음의 깊은 열정은 이스라엘 내에 정통성 있고 토착적인 사도적 권위의
청렴성에 대한 것입니다. 권위가 있으려면 정통성이 있어야 합니다.
청렴하려면 토착적이어야 합니다.
[주: 사역은 “이스라엘” 사역 혹은 “유대인” 사역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만큼
토착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불릴 필요가 없습니다. 토착적
요소에는 일터, 출생지, 혈통, 히브리어, 세금, 헌금, 시민권, 군복무, 실제적인
봉사 등이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사역을 시작하기 전 이곳에서 30 년을
성장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내 사도-선지자적 팀의 회복은 1 세기 초대 사도들 사역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회복되는 것은 전체적인 메시아의 몸을 위한 올바른
질서와 영적 통치에 있어 핵심 요소입니다.
이스라엘 내의 사도-선지자적 사역이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과 부흥과 연합의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의
사도-선지자적 사역이 온전하고 정통성이 있다면 예슈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준비할 때 하나님 왕국의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을 통과하라
-필 왜글러(Phil Wagler)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준비하는 전환과 긴장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 분과 같아질 것입니다(요일 3:2). 그러므로 이
때는 더욱 그 분과 같아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 분께서는 우리를 그분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께는
우리에게서 그 분과 같지 않은 모든 것을 없앨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 마음 안에 아무런 장애물나 방해물이 없는 대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분께 완전히 소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는 압력에 의해 일어납니다. 우리는 똑 같은 모습을 유지하는 고통이
너무 클 때가 되어서야 우리의 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셔서 압력을 가함으로 온전해지게 하십니다(약 1:2-4).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우리는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것이 완벽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변 상황은 우리에 대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기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환경을 뚫고 나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상황에서 빠져
나오려고 애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은 취하고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은 피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는 우리가
역경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입니다. 최우선순위는 우리의 눈을 예슈아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히 12 장). 모든 죄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물으면서 생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피해 심리가
아니라 승리 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빌 2:8). 우리의 믿음은 난관을 뚫고 나아감으로 커집니다. 위협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는 옛 방식으로 돌이키는 데에 있습니다. 비우고
낮아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선하심을 압니다. 주님께 통제권이 있음을 압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대개 고통스러운 상황을 없애지 않고 우리에게 그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었고, 그의 친구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의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교회는 환난의 시간 동안 정결해질 것입니다. 환난은 완벽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의 일부입니다. 주께서 돌아오실 때쯤 우리는 그 분과 같아질 것입니다.

야드 하쉬모나로의 초대
-아옐렡 로넨(Ayellet Ronen, 이사회 총무)
다음에 이스라엘에 오실 때는 저희 야드 하쉬모나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무시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전 세계 믿는 이들 대부분은
예루살렘에서 텔 아비브 방향으로 20 분 거리에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메시아닉 키부츠에 믿는 이들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120 명의 믿는 이들이 사는 이 마을은, 여러분들이 오셔서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저희 식당에서 식사하시고 가이드가 있는 성경 마을 투어에
참여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저희는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간증도 나눌 수 있습니다.
야드 하쉬모나는 정말로 기적입니다. 많은 압력과 반대 속에서도 저희는
일어나, 예슈아께 대한 저희의 믿음을 날마다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방문하지 않으면 저희의 생계는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특히 저희가 게스트하우스에서 레즈비언 커플의 결혼식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이스라엘 내의 동성애자들의 심한 공격 이후에 더욱
그러합니다.
오셔서 그리스도 안의 한 가족으로서 저희 편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내
메시아의 몸에 대한 여러분의 지지를 보여주십시오. 예슈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바뤀 하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아옐렡과 야드 하쉬모나의 증언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옐렡은 이번
주에 야드 하쉬모나를 고소한 레즈비언 로비 단체의 변호사와 함께
이스라엘의 가장 큰 텔레비전 방송국의 “좋은 아침입니다”같은 쇼 프로그램에
잠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법정 공방에서 그들과 동역해 나갈 때 앞으로
있을 사법 소송에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사 5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