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염에 흐르는 기름"
연합과 리더십과 기름 부으심
-아셰르 인트레이터

리더십 간의 연합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저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과 예루살렘의 아하밭 예슈아, 텔 아비브의 팊에렡
예슈아 공동체,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 MJAI 과 같은 여러 리더십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가장 관계가 오래된 곳은 국제 티쿤 원로회 (댄 저스터,
에이탄 쉬시코프 Eitan Shishkoff, 데이비드 루돌프 David Rudolph, 폴
윌버 Paul Wilbur)입니다. 이 모든 그룹들 가운데 저희는 기도와 예배로
주님을 구하는 한편, 팀워크를 세워가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 장에서 우리는 예슈아의 제자들이 사도들의 리더십 아래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 사도행전 2 장에서는
성령의 불이 부어집니다. 이 연합의 기도에는,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헌신의 순수성뿐만 아니라 “수평적인” 언약 관계에 대한 아주 특별한
투자를 요구됩니다.
시 133:1-3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히브리어로 “수염”–자칸–은 “장로”–자켄–과 어근이 같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슈아로부터 리더십을 통해 기름처럼
흘러내립니다. 이 고전적인 다윗의 시는 오늘날 곧 마지막 때에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리더십 안의 연합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 “시온”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부흥과 부활의 거대한 축복이 온 세계에 풀어질 것입니다
(롬 11:12-17).

언약 공동체 세우기
-댄 저스터 Dan Juster

이 소외와 사회적 “표류”의 현대에 저희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슈아께 대한
순종에는 자격 있는 장로의 감독 아래 제자 삼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6 장에서 우리는 예슈아께 대한 베드로의 고백 문구를 읽습니다.
그는 “주는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슈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떤 사람들은 예슈아 공동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신비스러운 실체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시적인 제도에 헌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공동체에
대한 헌신 요구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열두 명의 제자를 선택하셨고 그 중 열한 명은 그 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열쇠(들)”이라는 구절은
1 세기에 산 헤드린 공의회가 가지고 있었다고 여겨지는 통치 권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묶고 푸는 것은 어떤 행동을 허락하고 금하는 것을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1 세기에 아주 구체적이고 잘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시적인 모임 그룹들을 초월하는, 보편적 몸으로서의 예슈아의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테지만, 작든 크든 공동체로 모이지 않고는
보편적인 그림에 실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순절(샤부옽) 직후
예루살렘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복하고 정기적으로 함께 모이는 큰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행 2:42). 그런 다음 사도들은 새로운 도시에 갈
때마다 한 장로의 치리 아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중심지
회중은 제자됨, 예배, 기도와 상호책임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19 은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그로부터 여러 바퀴살—결혼과 가정,
사업과 재정, 예술, 교육, 사회 정의—이 뻗어있는 바퀴의 중심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오고, 그 중심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지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지를 훈련 받습니다.
그러므로 장로의 치리 아래 공동체를 세우는 것은 예슈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하나님과 예슈아께 대한 그들의 헌신 바로 다음으로 오는
기초적 헌신입니다.

샤부옽에 대한 비전

이 영상에서 아셰르는 왜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금년 샤부옽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리는지,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그저
또 다른 행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든 육체 위에
성령을 부으실 것이라고 하신 말씀(행 2:17-21)을 믿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예슈아께서는 전 세계의 당신의 몸이 믿음과 기도 가운데
연합하여 세계를 변화시킬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구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2014 년 6 월 3 일 18:00 (오후 6 시)에 시작하여 12 시간
동안 인터넷 생중계되는 기도회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인터넷 생중계 방송을 보시려면 이 링크로 접속하십시오.
*중요*
보시려면 이 비밀번호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globalrevival
(비밀번호는 웹사이트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총알 기도

교황 – 프란치스코 교황이 일요일에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메시아닉 신자들은 복음주의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라
국민들 대다수에게 있어 교황은 예슈아와 관련된 가장 가시적인 인물입니다.
바티칸과 이스라엘 정부 사이의 관계가 개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집트 –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압도적으로 지지 받는
압델 파타 알-시시 Abdel Fatah Al-Sisi 는 이슬람 급진주의가 이집트에 해를
끼쳤으며, 이스라엘과의 안보 협력이 두 나라 사이에 강화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집트 정부의 안정과 종교의 자유가 더 많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