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가 됨을 위한 분투
-아셰르 인트레이터

하나 됨은 언제나 하나님의 왕국에 있어 우선순위입니다 (슥 14:9). 하나가
되기 위해 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대를 극복하고,
시류를 거슬러 가며, 사람들 간의 차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는 일이 수반됩니다(눅 11:16-17). 거기에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일도 포함되기에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
됨은 모든 이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 됨을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에베소서 4:3 구절을 몇 가지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며(KJV); 부지런하며…
(ASB); 인내하기 위해 노력하며… (CE); 유지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ESV);
하나 되어 함께 살도록 열심히 일하며… (NLV); 하나 됨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분투하며… (AMP).
소통은 하나 됨에 이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일하는 데에는 소통이 많이 필요합니다. 소통은 지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적 대화와 논의는 하나 됨에 이르게 하는
작업입니다. 죄는 오해와 혼란을 초래합니다. 우리는 바벨탑의 “저주”를
역행시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사람들의 야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앞서가기를 원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나갑니다. 야망을 위해
분투하는 것은 하나 되기 위해 분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오만과 야망이
있는 곳에는 종종 분리와 분열이 따릅니다(잠 18:1).
하나 됨에 대한 요구
우리는 최근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하나 됨을
얻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았습니다. 하나 됨이 없으면, 연립도
없을 것입니다. 연립이 없으면 정부도 없을 것입니다. 네타냐후 정부가
정당들 간의 하나 됨에 달려있는 것처럼, 예슈아의 왕국도 메시아의 몸의
하나 됨에 달려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메시아의 몸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연립이 정치지도자들 간의 하나 됨에 달려있는 것처럼, 예슈아의 왕국도
영적 지도자들 간의 하나 됨에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3의 하나
됨의 요구 뒤에 에베소서 4:11-15의 “5중” 리더십과, 메시아의 몸의 하나
됨과 성숙이 있게 하는 데에 있어 이들의 역할이 오는 것입니다.)
함께 모임
히브리어 단어들, 회의 (케네스), 의회 (크네셑), 교회 (크네시아), 회당
(베이트 크네셑)은 모두 “안으로 가져오다, 함께 모이다”라는 의미를 가진
같은 어근 ㅋㄴㅅ()כנס에서 왔습니다.
하나님 왕국을 위한 하나 됨은 교회 안에서(요 17:23), 이스라엘 안에서(겔
37:22), 그리고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에서(그래서 에베소서 4:3의 하나 됨
앞에 에베소서 2:14-16; 3:3-6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 됨이 있는
것입니다) 발견됩니다. 남자와 여자의 언약적 하나 됨이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교회의 언약적 하나 됨은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낳습니다(롬 11:12-26).
가장 개인적인 관계 (결혼)에서부터 가장 국제적인 관계(이스라엘과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 영역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며 부지런히 지킵시다.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통이 따르든,
하나님 왕국의 더 큰 유익을 위해 분투합시다.

이스라엘 연립정부를 위한 기도
이번 주에 국내에서도 국제무대에서도 정치계에 많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베르만Liberman이 연정에서 빠졌습니다. 네타냐후는
내각을 하나로 모으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위와 인종차별,
폭력행사, 분열, 부패가 있습니다. 61석의 연정은 심히 흔들릴 것 같습니다.
예멘과 시리아에서 계속되는 피 흘림은 말할 것도 없고,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집트가 주도하는 수니파 아랍 연맹과 미국 사이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핵심 질문은 누가 외무 장관이 될 것인가, 그리고 네타냐후가 노동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려고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입니다. 네타냐후가 좀 더 큰
정부를 이루고 노동당 당수 헤르조그Herzog를 외무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내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메시아의 몸으로서 이스라엘 정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영적,
예언적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크네셑(이스라엘 의회) 의원들에게 지혜와
겸손과 하나 됨을 주시도록, 특별히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뤀 하바 투어

저희는 지난 주에 바뤀 하바 투어 팀을 맞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이
그룹은 11개국에서 온 100여 명의 신자들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각국
지도자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이 땅을 여행하며, 현지 신자들을 만나고,
공동체들을 방문하며, 성경 유적지들을 관광하고, 이스라엘 내 전략적
장소에서 예언적 기도와 중보를 풀어놓기 위해 이스라엘에 온 이들입니다.
여러 족속과 방언에서 많은 이들이 함께 모여 만왕의 왕을 히브리어로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감동적인 경험인지요! 이것은 한 새 사람을
아름답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힘 있게 하나 되어 바뤀
하바 베솀 아도나이!(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3:39)를 선포하며 그 시간을 마쳤습니다.
아셰르가 이 그룹과 나눈 말씀 중 하나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샤부옽 초대

다음 주 샤부옽(오순절)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행사는 2015년 5월
23일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10시에 시작되어 8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아셰르의 특별 영상 초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인터넷 생방송을 보시려면, 이 행사가 있는 시간에 reviveisrael.org로
가시면 됩니다.

베이트 네타넬 소식
-라헬 & 길라드

지난주에 텔아비브에 있는 유명한 첨단기술 회사에서 50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저희 집에 와서 기뻤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는 어떤 여행
가이드가 제가 왜 예슈아를 믿는지 알아보라고 그들을 데려왔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 마음속의 공허함과 예슈아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는 것에 대해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와서 저와
함께 샤밭 저녁을 함께 보내며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배울
수 있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저를 안으며 제가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TBN 인터뷰를 통해 제 간증을 나눴습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