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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인과 유대인에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아셸 인트레이터

저희가 아랍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만날 때 마다, 이스라엘에 사는 분들이든지 글로벌
개더링에서 만나는 상황이든지, 아랍인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새로운
차원의 계시를 얻게 됩니다. 최근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개더링 집회에서, 아랍인 목사님
중 한 분이 나누셨던 내용 중에, 성경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름이 지어진 사람이 딱 네 명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스마엘, 이삭, 세례 요한, 그리고 예슈아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이삭과 예슈아 사이에 유사점이 있고, 따라서 이스마엘과 세례 요한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예슈아의 초림을 위해 길을
예비했었던 것 처럼, 아랍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부르심은 마지막 때 부흥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남은 자들, 그리고 예슈아 재림을 위해 길을 닦는 것이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것에 촛점을 맞춤
하갈과 이스마엘,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포함해서 우리 선조들의 개인사에는 많은
죄악과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죄악과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대인을
향해 부르심을 갖고 계시며 아랍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부르심을 찾기 위해 우리 선조들의 부정적인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커다란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아랍인들이 긍정적인 부르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되는
추문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의 부르심에 대해 어떤 그리스도인들과
아랍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아스마엘과 아랍인들의 부르심은 유대인들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삭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닉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아랍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정된 계획
이스마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할례를 받아 아브라함 언약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에게 이름을
주셨는데, 그를 향한 예정된 계획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이집트 목사님이 저에게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눠주셨는데, 오늘날 아랍인들은 그러한 이유로 이삭을 보호하는
“큰 형”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강했고, 용사 같았으며 번영한
자였습니다.
오늘날 아랍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를 돕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믿지 않는 다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소수”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유럽도 마찬가지며,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그리고 아랍인과 유대인들에게도 그러한 것입니다.
아랍인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긍정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은 이슬람
극단주의나 이슬람 정책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아랍 공동체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령 충만한, 성경을 믿는 남은 자들은 모든 국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예슈아에 대한 공통된 믿음을 통해 그들과 언약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가올 위기의 시대에 저희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국가를 위해 함께 설 것을
믿습니다.

메시아닉 리더십 원탁 회의
에반 리바인

올해 11 월에 Jewish Voice Ministries 에서 메시아닉 리더십 원탁 회의(Messianic Leadership
Roundtable-MLR) 연간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메시아닉 운동에 함께 하는
리더들이 모이는 연간 행사였습니다. 유럽과 미국 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많은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아하밧 예슈아도 저희 리더십 팀을 대표해서 참석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여러분과 함께 섬기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신뢰를 확장하고
세워갈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매우 시대에 맞는 메시지였고 저희의 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신뢰를 쌓는 것은 평생 걸리지만 그것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환기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책임있는 열린 리더십의
방식을 취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진정성있게 전달되었다고 믿고
메시아닉 운동에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가 쌍방의 신뢰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을지 상상해 봅시다!

중국인들이 오고 있습니다

아리엘 블루멘탈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Revival in China 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이 중동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운동에 대해서 나눕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영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구원의 복음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가?

유발 야나이가 구원의 복음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영어) 이곳을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