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가 되도록 예정되다
다니엘 저스터 박사 (발췌: ｢교회의 정체성: 메시아의 몸｣)
사도행전과 특별히 사도행전 15장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메시지에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
방인의 위치와 정체성에 대해 이해하게 해주는 주요
한 본문입니다.
언뜻 보기에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
도자인 야고보의 구원받은 이방인에 대한 반응은 호
기심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원문상 천년왕국에 대한 아모스 9:10-11 본문을 인용합
니다. 70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그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심으로써 그분의 관심을 보
이셨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니 기록된 바 “이 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여호와)를 찾도록 그 허물어진 것을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고 그것을 회
복할 것이라…” (행 15:14-17).

아모스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
야고보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 몇몇을 취하여 그들을 유대인이 되게 하거
나, 유대인도 이방인도 아닌 새로운 “제3의 족속”의 일부가 되게 하려는 것이 아닌, 이
방인 중에서 그분을 위하여 한 백성을 취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아모스서를 인용
한 것은 마지막 일들, 이스라엘과 열방이 메시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된 마지막 시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논지는 공관복음서 전체 맥락에 부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슈아와 사도
들의 기사와 이적과 성령의 부어짐으로 증명되면서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왔다면, 하나
님의 나라의 또 다른 면, 즉 이방인이 다윗 정부에 복종하여 들어오는 것에도 부합하게
될 것입니다. 예슈아께서 아직 지상에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왕위에 앉아 다스리고 계시
지 않지만, 그분은 이미 다스리기 시작하셨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계십니다.

포함

선지자들은 여러 곳에서 열방의 돌이킴, 즉 그들이 메시아의 빛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
해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열방에게 빛이시고, 민족들을 위한 깃발이시며, 땅 끝까
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유대교로 개종시키지 않고 이방인을 포함하
는 것이 선지자들이 묘사한 그림이며, 이 일이 지금 벌써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서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은 아직 오지 않
았습니다. 아모스 본문은 이미 일어나기 시작한 듯이 보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다윗과
맺은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며, 모인 자들이 그의 통치 아래, 즉 그의 장막의 덮개
아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예슈아께서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속으
로 뚫고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더 나아간 증거입니다. 이스라엘과 열방은 메시아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메시아 안에서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는 세대의 종말론적 전조입니다. 그들
은 지금 시대에 벌써 자기를 증명하면서 오는 세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 금식기도
다음 주 예배와 금식기도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
오(2016년 3월 23일 이스라엘 시간 오전 8시 - 오
후 6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시대에 하나
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사악한 궤계를 이기도록
함께 합심하여 일어납시다. 저희는 히브리어를 영어
로 통역해 드릴 것입니다.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저
희와 함께 하시려면, 이 금식기도 시간에 www.reviveisrael.org 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초청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https://youtu.be/QDSzoxd-2NM)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부흥에 대한 믿음
이 메시지에서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은 부흥의
능력인 성령세례와 이에 선행하는 기도에 대해 나눕
니다. 들으시려면 여기(https://soundcloud.com/
revive-israel-media/faith_for_revival_asher_intrater)
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강의, 프랑스어 통역)

더 있었던 테러 공격들
베티 인트레이터
테일러 포스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 졸업생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의 일정 시간 복무를 포
함하여 5년 동안 복무한 장교였습니다. 그러나 이스
라엘식 전쟁에 맞닥뜨렸을 때 그의 군경력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욥바에서 휴가를 보내며 친
구들과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중에 치명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위험이 임박한 듯이 보이지 않던 한 순
간에 칼로 무장한 한 젊은 팔레스타인 사람이 그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마주하고 있는 전쟁 형태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러시아
룰렛 게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에 대비하거나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분은 그저 어깨 너머로 살피고, 주의를 기울이기를 노력하고, 기도하며 최선을 바라볼
뿐입니다.
국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회 안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통합 정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완전한 시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국민
아랍인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으며 유대인 이웃들과 통합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영
역 내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이스라엘 도시들에서 일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들은 유익하고 믿음직한 고용인들입니다.

테일러 포스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대적이 다른 제복을 입고 철조망 반대편에 서있는
형태로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대적은 내부에 있고 어느 때
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청지기 문제
켄사스시티 국제 기도의 집의 롭 파커 형제는 저희
팀과 우리 믿음에 전적으로 종속되는 청지기정신이
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을 더 나누고 있습니다. 보시
려면 여기(https://youtu.be/ECXM5tja9XA)를 클릭
하십시오!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