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점
-아셰르 인트레이터

올 2014-2015 년은 중요한 전환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유대력에서 “슈미타” 해입니다. 이번 주에는 폴란드 남서부 크라쿠프 Kraków
근교에 위치한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가 해방된 지 70 주년을 맞습니다.
1942 년부터 1945 년까지 (제 할아버지의 가족 몇 명 포함) 110 만 명으로
추산되는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나치에 의해 살해되었습니다. 1 월 27 일,
소련이 아우슈비츠에 들어가 남아있던 7,000 명의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주었는데, 모두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우슈비츠만 해방된 것이 아니라, 중동에서의 전투와 환태평양권에서의
전투를 포함한 2 차 세계대전도 끝났습니다. 금년은 일본과 그 주위
나라들에게도 70 년의 기간이 끝나는 중요한 해입니다.
70 년은 성경에서 역사적 예언들과 처벌의 기간을 채우는 한 기간으로
묘사됩니다 (렘 25:11, 단 9:24). 70 년이라는 기간은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 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출 20:5) 및 70 년이라는 사람의
수명 (시 90:10) 개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70 년은 어느 정도,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낳고 그 첫 세대가 죽는 한 주기를 이룹니다. 오늘날 2 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목격자들이 점차 세상을 뜨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그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감정적 연계가 거의 없습니다.
2 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겠다는 “비전”은 나치에게서
오늘날 과격파 이슬람이 된 이들에게로 이양되었습니다. 올 2014-

2015 년에는 IS(이슬람국가)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세계관에
있어서 커다란 진전입니다. 하마스에서부터 헤즈볼라, 알 까에다까지 모든
테러리스트 단체들은 칼리프 통치 (전세계의 이슬람 제국화)의 부흥을
고대하고 있었지만, 자신들을 그 제국으로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IS 는 칼리프
국가가 시작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 및 UN 은 가까이에 있는 위험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로코스트가 끝난 지 70 년이 된 지금, 우리 세대에 이슬람
지하드의 위협에 대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뿐이며, UN 총회에서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이스라엘 대표들뿐입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큰 성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 중 가장 많은 수는 서구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시아 교회의 성장은 차원적으로 거의 2,000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또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도 천천히, 그리고 확실히 성장하며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역시 예언적 중요성에 있어서 1 세기 이후 볼 수
없었던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유산
-폴 윌버

‘유산’이라는 단어는 요즈음 저에게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와 무엇을 세우고 있으며 그것을 누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까? 유산은
나만의 진전에 대해서보다 차세대가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 더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내 자녀 및 내 자녀의
자녀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가 제대로 된
건축자들과 자재 즉 기름 부으심, 탁월함, 능력, 정확함, 정직, 사랑을 가지고
제대로 된 집을 지을 때 확실해집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시 127:1).
저는 중요한 어떤 것의 일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손에 통제권을 단단히 움켜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1946~1964 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모두에게 말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들이 여기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이냐는 대부분 우리의
기도와 계획, 지혜, 계시,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겨줄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저는 충성된 자, 평생 하나님 왕국을 위하여 앞으로 올
세대에게 뭔가 다른 일을 이루어준 자로 인정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삶을
통해 “네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네
입에서와 네 후손의 입에서와 네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59:21) 는 이사야 말씀이 참됨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유산은
그분께서 우리의 유산이실 때 확실해집니다!

예슈아를 만짐

이 비디오에서 아셰르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각 나라들에 치유를 풀어놓게
해줄 믿음의 절박함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기도 요청
체코 –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 리더 중 한 명인 탈 루벤 Tal Ruben 은
지금 체코 오스트라바 Ostrava 지역 여러 공동체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월 20-27 일). 사역하고 있을 그와 집에 남아 있는 그의 아내, 네 자녀에게
은혜와 강건함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필리핀 – 이번 주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집도하는 미사에 600 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지역의 복음주의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슈아 신앙의 확산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랑의 메시지를 기뻐한 반면, 다른 사람들은 카톨릭 교회의 위험한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북쪽 국경 – 지난 주 시리아와 접경지역 쿠네이트라 Kuneitra 에서, 명백히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할 기지를 준비하고 있던 헤즈볼라
테러리스트 리더 한 명과 이란의 지휘 장군 한 명을 죽인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보복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언 돔 미사일방어시스템을
이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인 인질 – IS 는 몸값 2 억 달러를 주지 않으면 두 명의 일본인 인질들을
죽이겠노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아베 Abe 일본 총리의 이스라엘
방문 중에 일어났습니다. 일본이 테러리스트 요구에 강경하게 대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르헨티나 – 현 정부가, 1994 년 부에노스 아이레스 Buenos Aires
테러공격사건 당시 이란과 연루되었던 사실을 은폐했다고 고발했던 알베르또
니씸 Alberto Nissim 유대인 취재 기자의 명백한 살인사건 이후 시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의가 백일하에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