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브옷 절기
에디 산토로, 아하밧 예슈아 회중

며칠만 있으면 이스라엘은 봄의 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오순절이라고도 알려진 샤
브옷을 축하할 것입니다. 저희 회중에서는 유월절부터 샤브옷까지의 50일인 “오메
르를 세어”왔고, 그러면서 다음 주 오순절 경축행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왔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토라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 수여된 것이 바로, 노예였던 이
민족이 기적적으로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이 샤브옷 때였
다고 합니다. 여러 모로 이 사건은 언제나 유대인들에게 정체성을 규정하는 결정적
인 순간, 즉 이 민족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드
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토라는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살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새로이 만들어진 그분의 교회 위에 그분의 성령
을 부어주시기로 선택하신 날도 바로 이 샤브옷 때입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겨진
토라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왔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판에 새겨진
성령님의 새로운 생명도 교회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왔을 것입니다.

저희는 5월 23일 이번 토요일 밤에 시작되는 철야기도회로 이 절기를 지킬 것입니
다. 이 시간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신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중보할 것입니다. 이
기도회는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10시에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계속될 것
입니다. 저희는 여러분도 이 중요한 기도회에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이
기도회는 영어 통역과 함께 인터넷으로 생중계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생중계를
보시려면 reviveisrael.org 로 가시면 됩니다.

샤브옷 때의 열방
챤디 토마스, 게이트웨이즈 비욘드 훈련학교

사도행전 2장의 범상치 않은 영적 경험은 온 세상으로 가라는 위대한 위임 바로 뒤
에 왔습니다(마 28:18~20). 그 위임을 이루기 위해 권능을 부여하는 이 결정적인 순
간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성령님의 표출이 황홀경 가운데 천하 모든 나라의 언어
들로 말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샤브옷-오순절은 열방에 빛이 되라고 — 옛 약속의 성취(사 42:6; 49:6; 60:3) — 첫
유대인 신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신 일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치, 그 안에 무지
개의 모든 색을 담고 그들 위에 내려온 하나님의 영의 불인 이 빛이 세상의 여러
민족들을 대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메시아닉 유대인 운동이 열방의
언어들과 문화들과 소수그룹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상 우리의 원래 전
지구적 소명을 져버리는 것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장면으로 데
려갑니다. 이 모임은 특별히 유대교 개종자들, 헬라인들, 아시아인들, 아랍인들을 포
함하여 민족별로 언급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 5~11 -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
에 머물러 있더니 ...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

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 받을 때, 그 외적 표현은 임의의 초자연적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아주 목적이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가 온 열방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사에서 교회에 방언의 은사가 회복된 것은 유대민족에게 히브리어가 회복된 것
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샤브옷에 우리는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남은 자들 가
운데 이러한 히브리어 기도와 예배의 재정립이 있는 것을 목격하고 경축할 수 있습
니다. 동시에 “올림”(천하 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과 열방에서 방문하는 사람
들의 언어의 의미를 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중언어, 다문화의 연합된
예배 표현으로, 우리는 곧 있을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 기대를 어마어마하게
나타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절대적인 것들

이 메시지에서 아셰르는, 예슈아께서 어떻게 시내산에서 도덕법을 주시기 위해 내
려오셨고, 팔복산에서 그 법 이면에 있는 핵심을 설명하시고, 갈보리산에서 그 법
위반에 대한 대속을 주시며, 시온산에서 성령을 주심으로 그분의 법을 순종할 수
있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다시 오셔서 감람산에서 그분의 법을 위반한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이 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짐바브웨 아웃리치
트로이 왈라스, JVMI

조나단 버니스가 리더로 있는 국제 유대의 소리 사역(쥬이시 보이스 미니스트리 인
터내셔널, JVMI)은 4월 말에 짐바브웨에서 또 다른 리더십 훈련 세미나를 후원했습
니다. 이 행사는 동시에 므베렝와에서 의료 아웃리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여 600명
넘는 사람이 새롭게 예슈아를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저희 의료 아웃
리치팀이 섬긴 렘바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운행하신 결과로 심겨진 35개 회중에서
온 62명의 리더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갓 태어난 이 회중 네트워크
안에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는 렘바 지역 모임이 현재 약 1,500개 되는 것으로 계산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미나에는 이틀 동안 “리더십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기본적인 성경공부
가 있었는데요, 조나단과 메즈무르와 잭 짐머맨과 제가 “리더십의 기준”에서부터 “
사랑 가운데 직면하는 헌신”, “개인 묵상시간”에 이르는 강의 주제를 다뤘습니다. 이
시간은 회중 리더들이 더 효과적으로 회중을 이끌며, 건강한 회중생활을 증진하기
위해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또한 이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임 후에 현지 리더들 중 많
은 이들과 만났습니다. 현지 리더들과 함께 한 시간은 알피우스 마탄두를 전 렘바
지역 회중 감독으로 임명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저희는 이 시간이 짐바브웨의 메
시아의 몸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한 순간임을 목격했습니다.

깊음이 부르짖도다 – 타아닛 에스더(에스더 금식기도회) 예배에서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주최한 에스더 금식기도회(3월 4일) 12시간 예배와 기도 때
부른 노래 한 곡입니다. (영어)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기도 요청

다음 주에 미국으로 가는 아셰르와 베티와 일라나를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은 저희 샤브옷 철야기도회를 마치고 바로 공항으로 갈 것입니다. 아
셰르는 티쿤 아메리카 컨퍼런스(5월 29~31일)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번 여행 다음 주는 회의와 강의 일정이 빼곡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월, 수, 목요일에는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 금요일은 티페렛
예슈아 회중에서, 토요일은 아하밧 예슈아 회중에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와 힘과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