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세대가 진정 원하는 것
코디 아처, 앤드류 벤 아리

사무엘상 13:19-22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방어할 어떠한 힘도
없이 위험한 곤경에 처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전 세계 메시야의 몸인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울 왕과 같은 권위와 기름 부으심, 그리고
영적인 무기를 가진 리더들이 있지만, 그들 중 이러한 무기들을 다음 세대의 손에
넘겨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큰 교회와 사역들을 세우고, 유명해지며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나 대개 혼자서 해외 사역을 다니고 사역을 세워가되, 그들이
시작한 사역을 언젠가 넘겨받아 확장해 나갈 영적인 아들과 딸들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철공이 되는 것은 쉽거나 선망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도 아닙니다. 누가 다음
세대 영웅들에게 무기를 전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그
일을, 날마다 찌는 듯한 용광로의 열기 속에서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는 다른 지도자들을 세운다
향후 25년 동안 많은 회중과 사역의 성공 여부는 지도자들이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을 준비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어 지지 않으면,
오늘날 아무리 인기 있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25년 후에는 존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소위 “밀레니엄 세대,” (1980년 초에서 2000년 초기에 태어난 사람들)인 저희는 저희
세대 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싸우고 이끌며 확장시키는 법을 배우기 원하는
갈망이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관계 중심의 준비가 부족하면 도약하는데
커다란 방해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경험과 성공의 연륜이 있는, 확고히 자리 잡은
지도자들을 우러러 보지만, 그들의 리더십의 바톤이 저희에게 넘어온다는 생각은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기거나, 저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 까닭은
저희가 리더십의 바톤을 넘겨받기 전에, 저희는 먼저 지도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과 그 일을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저희는 그들의 비전과 가치와 열정을 전수 받기 원합니다. 저희
지도자들이 관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실질적으로 준비시켜주고 나서야, 저희는
그분들이 전해 주는 바톤을 확신 가운데 받을 준비가 될 것입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영적 전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시야의 몸이 마주한 엄청난 압박과 도전들은, 커다란 부흥과 영적인 추수와 함께
우리의 목전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무기를 전해주는 것은 긴급한
사안이며 지금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과 겸손이
요구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윗 세대와 젊은 세대의
마음이 서로를 향해 돌이켜 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저주에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말 4:6).

저희 세대를 대표하여 저희는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것은 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전 세계적으로 이 저주를 멈추고 의와 축복의 새로운
시절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껏 가장 아비가 없는 이 세대의 요청에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거절한다 해도 계속 저희의 마음을 얻도록 찾아주시겠습니까?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희는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주: 저희는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 아래에서 함께 섬기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셰르 목사님은 오늘날 젊은 리더를 준비시키고 배출하는 데 많은
열매를 맺는 흔치 않은 지도자입니다. 전 세계 메시야의 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의 모범을 보며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도덕적 직면에 대한 민감함 회복하기

아셰르 목사님이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 스프링의 임마누엘 교회에서 나눈 미국
교회를 위한 소망과 구속의 긴급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기에서 들으십시오.
(영어)

저희 팀을 만나보세요: 아비람

이번 주에는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예슈아 하이

TV 디렉터인 아비람 엘다르를 만나

보십시오.
한국어, 일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자막이 제공됩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남편, 아들, 왕
아셰르 인트레이터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는 많은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몸”이라고 하거나
“나무”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산 돌”이라고도 합니다. 좀 더 인격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세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1.

신부

2.

가족

3.

왕국

위의 세 가지 각각에서, 예슈아께서는 메시아로서 중심 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신부라면, 예슈아께서는 신랑 혹은 남편이십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예슈아께서는 아들
(아버지의 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시민이라면, 예슈아께서는 왕이십니다.
예슈아께서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우리는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그분을 정의합니다. 예슈아께서는 많은 역할들이 있고, 각각의 역할은 그분께서
누구이신지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데에 고유의 특별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는 이렇게 강조됩니다.
1.

남편 - 신부에게

2.

아들 -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3.

왕 - 메시야의 왕국의

예슈아에 대한 계시를 받고 이 세 가지 역할 모두에 대해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