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의 연합
-아셰르 인트레이터

예슈아를 믿는 전 세계 참된 신자들이 연합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계시됩니다.
이것은 퍼즐 조각들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각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없습니다. 조각들이 맞춰질 때에야 그 그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 집니다.
메시아의 몸의 연합에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충만, 영광, 성결, 사랑, 권위가
포함되고, 궁극적으로 예슈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충만한 연합과 영광에 이르는 길에 있어 저에게
특별히 와 닿은 신약성경의 세 본문이 있습니다.
1. 요한복음 17 장 – 연합을 위한 기도
2. 로마서 11 장 – 올리브 나무의 접붙여짐
3. 에베소서 4 장 – 사도적 사역 팀들
요한복음 17:21 – "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합은 먼저 하나님과 하나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신성한 기적입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 (벧후 1:3-5)에
참여한 자가 되면 우리는 서로와 하나가 됩니다. 이 거룩한 연합에는 영광과
완성, 세계 복음화가 포함됩니다.

로마서 11:17 – "… 야생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올리브 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전세계 교회가 이스라엘이라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는 것은 하나가 되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가지들이 하나가 됩니다.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화목하게 되면 “한 새 사람” (엡 2:11)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충만과 회복은 서로에게 달려있습니다.
에베소서 4:11-13 –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
메시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까지 이르리니"
“5 중” 사역의 일은 메시아의 몸 안에 충만과 연합이 있게 합니다.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사역이 회복되는 것은 온 세계 메시아의 몸과 이스라엘 내 메시아의
몸이 함께 총체적으로 회복되고 충만케 되는 일의 일부입니다.
이 세 본문은 함께, 우리 시대에 부흥과 하나님의 왕국이 풀어지는 데에 있어
“세 겹 줄”입니다.

중동을 위한 기도

화요일 밤에 하마스는 또 다시 “휴전”을 깼습니다. 그때부터 가자
지구에서부터 이스라엘을 향하여 240 발이 넘는 로켓포가 발사되었습니다.

IDF 는 맹폭으로 대응했습니다. 저희는 밤새도록 “폭음”을 들었습니다. 가자
지구 사람들이 하마스가 얼마나 심하게 그들을 자멸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깨닫도록, 하마스가 해체되고 모든 테러 단체가 약화되도록, 이스라엘 정부와
군장교들이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동과 아프리카에 걸친 수천 명의 학살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급진 이슬람의 위험과 하마스, ISIS, 보코하람 Boko Haram,
헤즈볼라 Hezbollah, 알 까에다 Al Qaeda 및 모든 지하드주의자들 간의
유사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들은 대량 학살, 오로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 젊은 여성들의 강간, 이스라엘 멸절 촉구, 전
세계적으로 샤리아 법 아래 칼리프 제도 Caliphate 수립하는 일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핍박 속에도 맞서 자신들의 신앙을 증거하고 있는 많은 아랍
그리스도이니들과,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성경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며 이스라엘 나라를 지지하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스라엘 내 “반메시아닉” 단체들의 계속적인 괴롭힘에서 보호 받도록,
메시아닉 회중들이 성장하고 건강하고 연합되도록, 저희 민족에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 구원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전략적 나눔
-심카 무어 Simcha Moore

저희는 이스라엘 내의 성도들의 몸을 굳게 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한 번씩
수표로 기부를 합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는 저희가 받은 모든 헌금의
1/3 을 전략적으로 나누는 것이 저희가 가진 비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는 이상의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는 소망 즉
미래에 대한 소망, 변화에 대한 소망, 재정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재정이 필요하여 저희가 손길을 나눈 대상 중에는 의료비, 월세, 신혼부부,
학생, 비영리기관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하는 사람들, 아랍 그리스도인들,
각자의 공동체에서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명에 투자하며, 하나님의 왕국 확장과 이스라엘 내 신자들의 몸이
강건해지도록 도울 때 저희 편이 되어 주십시오. 간단히 말하자면, 여러분
없이 저희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시고자 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

이 메시지에서(한국어 통역 포함) 리바이브 이스라엘 본부장 유발
야나이 Youval Yanay 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와 예슈아께서 못 박히신
나무/십자가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바뤀 하바 투어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저희와 함께 하는 내년 바뤀하바 투어(2015 년
4 월 27 일 – 5 월 7 일)에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알고
사랑하는, 저희의 생명을 쏟아 붓고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투어가 다른 투어들과 다른 것은, 현지 신자들 및 공동체들과
연계하여 성경의 배경이 된 기막히게 아름다운 경치와 소리를 빠뜨리지 않고
경험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역 팀의 몇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버스를 타고 다닐 것입니다. 저희는
관광객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성경 예언 성취에 동참하자고 여러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정보와 참가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시면 여기로 연락 주십시오:
baruch.haba2015@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