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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속적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예언적 역사 – 2부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이 현대 이스라엘, 교회, 마지막 때, 천년왕국과 관련된 열
개 예언에 관해 지난 주에 이어 그 다음 세 예언들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좀 더
많은 말씀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래 동영상을 보십시오! (한국어 자막이 곧 제공 될 예정입니다)
https://youtu.be/eDFyAf4_nz0?t=26m2s
혹시 1부를 놓치셨으면, 지난 주 소식지 또는 아래 동영상을 보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eDFyAf4_nz0&feature=youtu.be&t=16m55s

watch the video

세속적인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예언적 역사 – 2부

지난 주에 저는 제가 유대 역사, 랍비 사상, 현재 이곳 이스라엘에서의 사건들을 연
구하면서 알게 된 열 개의 예언의 열쇠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부분입니다.

4. 선지서 읽기

현대 시오니즘의 통찰력의 사람이며 지도자인 다비드 벤-구리온은 성경을 읽었는데
요, 특히 선지서를 읽었습니다. 그는 매주 그의 집에서 성경연구회를 열었습니다. 그
는 성경을 가르쳤지만 이것이 실수였는데요, 성경을 공산주의자의 시각으로, 일종의
사회주의자의 과업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지서를 읽도록 격려한 점과
그냥 성경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격려한 것은
옳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 성경에서 영감
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수상이 되도록 택하셨다고 믿습
니다.

5.

임시정부 준비

이스라엘 국가가 수립되기 전, 영국의 위임통치 때, 벤-구리온은 언젠가 우리에게
정부가 생길 것이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때가
오면 우리에게 나라가 생기도록, 우리는 정부와 같은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를 세
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히스타드루트”라고 하는 기구를 세웠고, 그것은 후에
정식 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정부와 같은 기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에클레시아는 단지 그리스

도의 몸이 되도록 열방에서 모인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에클레시아에 통치기구 또
는 연립정부라는 뜻도 있듯이, 두 가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는
그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히스타드루
트” 또는 임시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슈아께서
다시 오시면 예슈아의 정부를 운영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복음전도자들과 목사들과 교사들, 장로들과 집사들,
교회의 조직체계를 믿는 것인데요, 우리가 훈련 중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한 사람
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전체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훈련의 목적, 즉 주님의 정부의 여러 직책 중 하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6.

군사 준비

벤-구리온은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국가 수립을 선언하면 24시간 안에 중동의 모
든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
았었습니다. 우리는 무기도, 군인들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도 몰
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 일을 제쳐 두고 훈련 세미나를 열었고 1년 반 만에 군대
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메시아의 몸에서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믿습
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기독교인들을 공격하며 예슈아의 다시 오심을 저지하기
위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그 때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총 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기
도하고 예언하는 법,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는 것입니다.
.

이 열 개의 현대 예언 열쇠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살펴
보십시오. 아니면 매주 저희 이메일 소식지를 신청하여 받아보십시오!

예슈아께서는 히브리어를 하셨다
심카 다비돕

예슈아께서는,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의 언어이며 성경의 언어인, 그분의 모국어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미리암(마리아)에게 그녀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알리러 왔을 때,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에게 히
브리어로 말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에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
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했습니다(눅 1:31).
그분의 원래 이름(예슈아)은 외국어로는 아무런 뜻이 없지만, 히브리어로 예슈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마 1:21). “구원자”라는 그의 이름 예슈아의 뜻
때문에 미리암과 요셉이 히브리어로 말했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이 히브리어로 말했
다면 예슈아께서도 그리하셨을 것입니다.
원래 구약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고, 예슈아께서는 자주 히브리어로 성경을 인
용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언어였던 히브리어로 그분의 제자들
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슈아의 모든 가르침은 히브리어 성경이 참고문헌이었고 성
경에서 인용한 문구와 연관된 단어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지만, 그분
께서 히브리어로 말씀하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슈아께서는 필요하면 아람어와 헬라어나 라틴어도 하셨습니다. 예슈아 당시에는
아람어와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성경이 보급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쓰인 문
구는 먼저 히브리어로, 그리고 예슈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당시 정부와 문화권
에서 사용되는 주요 언어들인 라틴어와 헬라어로도 적혀 있었습니다. [요 19:19-20]

바로 이 날짜를 저장해 두세요: 2017 바룩 하바 이스라엘 투어

격년으로 있는 바룩 하바 중보기도 컨퍼런스와 투어(2017년 5월 9-18일) 신청이 시
작되었습니다. 곧 마감 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하세요! 이 독특한 일정은, 여러
분이 이스라엘을 여행하실 때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자비의 장막, 리바이브 이스라
엘, 티쿤 인터내셔널 사역과 연결시켜주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마련되었습니다.
전문 가이드 외에도 저희 사역팀 지체들이 버스와 유적지들에 여러분과 함께 가서
말씀도 가르치고 교제도 나눌 것입니다.

정보를 더 원하고 신청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40일 금식 소식

여러분이 9월 3일에 시작되고 10월 12일에 끝나는 40일 풀뿌리 금식에 참여하고
계신다면, 기도제목과 소식들을 얻으시도록 그 블로그 를 기억하시고 체크해 보십
시오.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