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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나에서 일어난 테러 공격
오늘 아침 10시 30분 경, 이스라엘 남부의 디모나 마을 쇼핑 센터 앞에서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가자
출신으로 폭탄 벨트를 멘 두 명의 젊은 테러리스트들 중 하나가 몸을 날려 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20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같이 있던 테러리스트도 그 폭발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생병이 현장에 도착해 그와 또다른 부상
자에게 구급 조치를 베풀었습니다. 그가 테러리스트이며, 아직 폭발 가능한 벨트가 그의 몸에 둘러 있음을 그
들이 발견한 것은 바로 그 때였습니다. 그들은 경찰을 불렀습니다. 그 젊은이가 폭파를 시도하려 뇌관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을 본 경찰관은 (많은 사람들에 에워싸인 현장에서) 그에게 발포했습니다.
두 젊은 테러리스트들은 일주일 전 짧은 간증 영상을 녹화한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마을에 들어가자살 폭파
를 할 것을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하마스 당원들은 가자 지구의 거리마다 사탕을 뿌리며 테러 공격을 경축했습
니다. 그들은 그 공격에 “축복”을 선포하며 향후 더 많은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테러리스트가 폭발에 이르기 전 살해됨으로써 많은 생명을 건진 것 같습니다.
두 테러리스트는 가자를 빠져나와 라피아 국경을 통해 이집트로 들어갔고, 시나이 반도를 돌아 니자네 지역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가자로부터 이집트에 들어가는 길이 잠재적으로 “열려”
있다는 사실은 이스라엘 보안에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테러의 길이 중단되기를 기도합시다.

미국 예비 선거
내일은 “결전의 화요일Super Tuesday”로, 미국 50개주 중 24개주에서 예비 선거를 실시합니다. 민주당의 손꼽
히는 후보들은 바랔 오바마와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공화당에는 좐 맥케인과 미트 뢈니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
닌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선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뤄져 미국의 차대 대통령이 향후 몇 년 간 세계에 올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하밭 예슈아 회중
저희는 젊은 이스라엘 청년들 가운데 전도와 제자화, 예언의 은사 가운데 새로운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있음을
봅니다. 1) 새로운 10대 제자 모임 2)이번 주말에 있는 공동체의 광야 수련회 3)샤밭(안식일) 예배를 위한 더
큰 모임 장소 4)새 이민자들을 위한 네쩨르(순) 훈련 프로그램을 위한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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