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로가 받은 이방인에 대한 계시
-아셰르 인트레이터
베드로는 하나님께 큰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 그가 받은 첫 번째 계시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눅 5:8).
- 다음으로 그는 예슈아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는, 역사의 획을 긋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마 16:16-18).
- 오순절 아침에 그는, 제자들 위에 성령이 부어져 방언을 하게 된 것은 구약
예언의 계승이며 성취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행 2:16-17).
- 서신서에서 베드로는 예슈아를 위해 고난 당하는 것은 그의 고난에 참예하는
일이며 그 안에서 영화롭게 되는 과정의 일부라는 계시를 전했습니다 (벧전 4:1,
12-14).
베드로가 받은, 또 다른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사랑하시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행 10:28, 34-35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인종적으로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판단하십니다. 그 누구도
인종적 배경 때문에 거절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도덕적 의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판단하십니다.
그때까지 역사적으로 거의 모든 종교적 표현은 인종적이고 민족적인 경계로 제한되고
정의되었습니다. 베드로의 계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구원에 근거한
믿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역사의 방향은 이 순간에 변했습니다.

웰비, 검벨, 숀본
-앤(Ann C.)
저스틴 웰비(Justin Welby)는 성공회의 공식적 수장이자 캔터베리(Canterbury)
대주교입니다. 니키 검벨(Nicky Gumbel)은 런던 성트리니티 브롬튼 교회(Holy
Trinity Brompton Church) 교구 목사이며 아주 성공적인 “알파(Alpha)”
프로그램의 지도자입니다. 크리스토프 숀본(Christoph Schonborn)은
비엔나(Vienna) 대주교이며 바티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추기경 중 한 명입니다.
숀본은 최근 77 개 국으로 송출되는 인터넷 방송국에서 검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니키, 저는 당신과 저스틴 웰비가 모두 독일계

유대인인 당신들의 조상에 대해 말한 것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도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셋에겐 모두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난 깊은 상처는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난 상처입니다. 이제
이방인의 때가 차서 이스라엘이 충만한 구원을 누리게 해달라는 집중적인 기도로
주님께서 이 상처를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도록 우리가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연합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의 사랑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처음 복음주의
교회로 오게 된 것은 예수께 대한 그들의 깊은 사랑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때로
제가 속한 기독교 공동체가 아닌 다른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사랑이 활발하게 표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숀본은 그의 가족에 대해 말했는데, 조상 중에는 주교가 여덟 명, 추기경이 세 명이
있었고, 아버지는 나치 정권에 저항하여 영국 군에 들어갔습니다.
현 교황에 대하여: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쁨입니다. 콘클라베(conclave)의 비밀을
말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체험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분이
시스티나(Sistine) 성당 한 켠에 앉으실 분이라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가 맞다는 두 가지 진짜 표징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웰비, 검벨, 숀본 모두 유럽 기독교계의 지도자이며, 예슈아를 독실하게 믿고 유대적
배경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 대한 표징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친히 교회의 머리(엡 1:20-22)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요 12:12-13)이신 예슈아를 통해 완전히 계시되도록 기도합시다.

마코르 하티크바

한 달 전에 저희는 여러분께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아닉 학교, 마코르 하티크바(Makor
HaTikvah)의 법률적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드렸습니다. 두 번째 법원
심문 이후, 터널 끝에 약간의 빛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이렇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판사는 우리 학교가 2012-13 학년도를 마칠 때까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0 일 이내에 보건부와
안전 감독관에게 학교 부지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행히
그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서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부 당국으로부터 계속적인
정의와 호의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샤부옽
철야 금식 기도회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현지 예루살렘/텔 아비브 지역의 7 개
회중에서 참여했고, 전 세계에서 많은 이들이 인터넷 생중계로 참여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고 전 세계적으로 성령이 부어지게 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을 설명하는 아셰르의 짧은 영상(영어)을 보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미국과 홍콩
-아셰르와 베티는 5 월 31 일 금요일에 미국 티쿤 아메리카 컨퍼런스(the Tikkun
America Conference)에서 사역합니다. 폴 윌버(Paul Wilbur)가 예배 인도를 할
것입니다. 등록해야 하는 컨퍼런스입니다. – www.tikkunamerica.org
-아셰르와 폴은 6 월 2 일에 실버 스프링(Silver Spring)에 있는 임마누엘의
교회(Immanuel’s Church)의 오전 8:30 과 11 시 예배 사역도 할 것입니다.
찾아가시는 길과 다른 정보를 보시려면, www.immanuels.org 를 참조하십시오.
-아셰르, 아리엘 블루멘탈, 아리 소르코 람이 6 월 24-28 일에 홍콩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정보가 더 필요하시면
ariel.blumenthal@reviveisrael.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