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행전 15장을 다시 논하다
사도행전 15장에 대해 수십 년 간 연구와 강의를
해온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은 이번에 이 장에
대한 새롭고 깊은 통찰을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본문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지를 설명해줍니다. 이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강의
를 보시려면 여기(https://youtu.be/Eps2e4u9VUM)
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오디오 버전으로 들으시려면 여기(https://soundcloud.com/revive-israel-media/acts
-15-revisited)를 클릭하십시오!

샤부옷(오순절) 초청
우리는 막 유월절을 보내고서 이제 다음 절기인
샤부옷(오순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
장의 성령의 부으심은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행 2:17)는 그분의 약속의 첫 성
취였습니다. 우리는 매 년 샤부옷 절기 마다 이 샤
부옷 예언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믿으며 밤새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모입니다.
올해도 저희 모임에 직접 오시거나 실시간 중계 영상을 통해서 동참하시도록 여러분
을 초청합니다. 이 기도회는 2016년 6월11일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10시에 시작해
서 8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샤부옷 비전에 대한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
(https://youtu.be/oHPPT-QtxfI)를 클릭하십시오!
이 기도회의 실시간 동영상을 보시려면 기도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reviveisrael.org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적 갈망
코디 아쳐는 이 영상에서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
이 하는 모든 일에서 열매 맺는 조직이 되고자 하
는 소원에 대해서 나누며 예슈아의 재림에 대한
갈망이 다음 단계로 더욱 나아가기를 저희가 얼마
나 원하는지에 대해 나눕니다. 이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https://youtu.be/C1NuP6PV1x0)를 클릭
하십시오! (영어)

티페렛 예슈아의 팀워크 리더십
론 칸토르

엘라나와 저는 지난 3년 동안 텔 아비브에 있는
티페렛 예슈아 회중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이 회중은 1995년에 아리와 쉬라 소르
코람 부부가 시작해서 2013년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의 사도적인 감독을 받도록 인도되었습니다.)
저희는 헌금을 모으기 위해 힘썼고 사무실을 지었습니다. 저희의 행정을 맡은 빅토리
아 트루벡과 다른 일로 전임 사역하고 있던 길 애프리앗은 이 회중의 비영리 단체를
법률적으로 매우 정직하게 이끌기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해 왔습니다.
마이클 이(E.) 형제가 저와 함께 영상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저희는 함께 스
튜디오를 만들고 일 년 넘게 매주 강의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사무실 2층에 모든
것이 갖춰진 방을 만들었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자금을 주실 것을 믿고 커피하우
스를 만들어 지금은 콘서트와 기도모임, 가정 모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는 저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팀이 함께 사역하는 것이 좋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었던 것 같
습니다. 어디서도 이런 경험을 해 보지 못했었습니다. 매일, 모두가 웃고 있습니다.
저는 엘라나에게 여러 번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나도 내가 전형적인 목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팀을 세우고 인도하는 것이 내가 해 온 사역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인 것 같아.”

앞서 말씀드린 길 애프리앗은 이스라엘 태생으로 이미 이곳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
습니다. 이번 달에 저희는 길을 이 공동체의 수석 목사로 임명하고 모티, 데이빗, 빅
토리아, 그리고 올가의 팀을 목양하게 할 것입니다.
티페렛 예슈아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리더십 팀이 “고무도장”(그냥 승인만 해주는 역
할)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기능적인 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로서 저희는 함

께 이끌어갑니다. 강대상을 함께 나누고 다른 책임들도 함께 나눠집니다. 티페렛 예슈
아에서 저는 비전을 가진 장로로서 다음의 역할들도 계속할 것입니다.
1. 엡 4:11에 따라서 전도자들을 준비시키는 것
2. 이 공동체를 감독하는 아셰르 목사님을 보좌하는 것
3. 재정적으로 공동체를 후원하는 것
저는 종종 회중들에게, 만약 누군가가 우리 모임에 방문하여 앉아있다면, 누가 담임
목사인지 헷갈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책임을 함께 나누
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순복하는 장로들로 구성된 연합된 팀입니다. 네,
권위 체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기도와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기를 힘쓰
고 있습니다.

도덕성에 대해 예언자적 예리함을 회복하기
아셰르 인트레이터

복음의 메시지는 메시아 예슈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동시에 죄에 대해서
는 강렬하고 예언적인 도덕적 직면도 있어야 합니
다. 이러한 직면은 가장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적용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가 우리의 죄
를 회개하면, 나머지 사회 전체를 치유하는 “파급”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대하 7:14-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악마를 숭배하고 노예를
억압하며 아이들을 살인하고 성적으로 타락한 바로에게 직면했습니다 (출 4-12장).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와 비슷한 죄들과 타락에 대해서 왕과 정부와 백성들
에게 직면해야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의 촉구로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그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고 또한 회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가 정부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는 헤롯왕의 성적 부도덕
을 질책했습니다! 그는 정부 관리들이 법정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착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백성들을 억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눅 3:1-20, 마 14:1-5).
우리의 메시지는 성적 부도덕이나 금전적인 부패, 종교적 위선, 범죄적 폭력, 그리고
억압에 대해 직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도덕적인 것이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분명 정치권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마음에 동일한 죄가 있다면, 우리는 사회에서 그러한 도덕적인 가
치들을 옹호하여 일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회개하고 모세, 엘리야, 요한, 베드로, 그
리고 바울의 예언적인 열정과 권위를 회복합시다. 거룩한 백성이 됨으로써 우리의 국
가를 축복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