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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거의 타이밍
아셸 인트레이터

마지막 때에 대한 예슈아의 기초적인 가르침은 세 공관복음에서 모두 발견됩니다
(마 24장, 막 13장, 눅 21장). 주님은 모든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요약하시
고 해석하십니다. 사도들의 글은 그 주제에 대해 예슈아께서 가르치신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슈아께서는 믿는 자들이 천사들에 의해 들림 받게 될 초자연
적인 사건(휴거)에 대해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31, 40절). 또한, 성경은 끔찍한 환난
의 시간(대환난)에 대해서도 말하는데, 이때는,
1. 악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2. 믿는 자들이 정결해질 것입니다.
3. 기적적인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환난의 시간 전에, 혹은 이 환난 중에 믿는 자들이 천사들에 의
해 들림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구절도 대환난 “전”이나 “중”이라
고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절은 분명하게 이 사건이 “그 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1. 예슈아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 24:13).
2. 어떤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할 것입니다(16절). 여러분이 그곳에 있지 않다

면 도망갈 이유는 없습니다!
3.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실” 것입니다(22절). 하나님
께서 성도들을 위하여 마지막 때를 단축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이 이르기 전
에 그들을 옮기시지 않습니다.
4. 예슈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이 때에 “미혹당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경고하
셨습니다(4, 5, 25절).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을 것입
니다.
5. 천사들이 오는 때는 분명하게 “그 날 환난 후에” 일어납니다(마 24:29, 막 13:24)
“그 때”에야(30절) 예슈아의 재림과 휴거가 일어납니다.
6. 예슈아께서는 이 사건을 노아의 홍수에 비유하셨는데요, 홍수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에 일어났지, 그 전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7. 예슈아께서는 또한 소돔의 멸망에도 비유하셨는데요, 이것도 “롯이 나가던 날”에
일어났지(눅 17:29), 그보다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준비되어 있어 마지막 때에
이깁시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일치
댄 저스터

종말론은 마지막 때와 오는 시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기독교계에서는 종말론에 있어서 어떤 합의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것들을 진부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요점들
을 아는 것은 아닐지라도. 전반적인 합의는 이렇습니다:
종말은 예슈아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어 그분의 죽음, 부활, 오순절(샤브옷)에 성령
을 주심과 더불어 계속해서 진전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완전한 표
출은 예슈아의 재림과 함께 올 것이다.

격변과 개입
종말 중의 최종은 이제 예슈아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사건들을 일컫습니다. 이 때
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주 힘든 시험이 있는데요, 그들이 어둠의 세력들한테
서 저항을 받기 때문입니다. 유대사상에서 이 때는 메시아의 진통이라고 불립니다
(산헤드린 98). 전통적인 유대 종말론은 이 시대 끝에 있는 대시험이라는 이슈에 있
어서 교회와 상당히 같은 노선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을 격변과 개입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끝에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우리는 오는 시대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폭넓은 합의는 로마가톨릭 교리문답서에도 반영되어 있는데요, 이렇
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교회는 많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흔들 마지막 시험을 통과해
야 한다. 믿는 자의 지상에서의 인생여정에 수반되는 핍박은 종교적 미혹이라는 형
태로 “불법의 비밀”을 드러낼 것인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진리로부터 배교하는 값으
로 그들의 문제에 대한 외관상의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고의 종교적 미혹은
적그리스도의 미혹이다. 이는 가짜 메시아로, 하나님과,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메
시아의 자리에 자신을 높여 영화롭게 하는 자이다. 675
교회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주님을 따를 이 마지막 유월절을 통과하고서야
그 나라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점진적인 우세
를 통한 교회의 역사적 승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악의 마지막 발악에 대한 하나님
의 승리에 의해서만 … 677
이스라엘은 어떤가?
우리의 가르침은 이런 합의와 아주 많이 일치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
대민족과 연관된 마지막 때 조각이 빠졌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관하여 히브리
성경은 일관되게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민족과 연관된 마지막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
니다(요엘서 3장, 이사야 25-27장, 에스겔 38, 39장, 등등). 딱 한 곳만 봅시다.
스가랴 12, 14장 – 여기에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목표로 한 열방의 침공과 전쟁에
대해 읽습니다. 이것은 전쟁 후에 놀라운 회개의 때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은 그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봅니다(12:10). 이것은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예슈아께 돌이키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큰 전쟁 끝에 열방이 모두 하나님께 돌이키고 매년
초막절(숙콧)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이, 히브리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사건들에 대해 말할 때 초점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교회의 종말신학에 있어
서도 전반적인 합의의 사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글로벌 개더링

이 비디오에서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팀의 탈 하로니는 지난 주 예루살렘 글로벌
개더링 동안 예배팀의 일원으로서 그녀가 경험한 강력한 경험에 대해 나눕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MqdzEQUv_4

성령의 기름부으심

이 메시지에서 아셸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부으심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을
쓰기 위해 선지자들에게 있었던 바로 그 기름부으심이 성경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tEQNrN25-Qc&feature=youtu.be

예슈아 하이 TV 홍보를 도와주십시오

예슈아의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저희는 일 년 전에 매
일 24시간 방송하는 인터넷 TV 예슈아 하이(http://www.yeshuachai.tv/)를 시작하여,
이스라엘 내 여러 메시아닉 사역단체에서 제작한 미디어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 방송 채널을 홍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http://facebook.com/yeshuachai.tv)에서 저희 방송에 “좋아요”를 선
택해 주시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그렇게 하도록 초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의 목표
는 이번 달에 2,000건의 “좋아요”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동역과 기도에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