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사드 Mossad 국장 은퇴
8 년의 임기 동안 탁월하게 섬겨 온 모사드(이스라엘 국제 스파이 기구) 국장 메이르 다간 Meir Dagan 이
이스라엘 국회에서 명예로운 송별회를 가졌습니다. 키도 작은 편이고 머리도 없고, 안경을 썼으며
통통하고 수줍음 많은 모습의 다간은 어쩌면 지난 10 년간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 테러를 중단시키기 위해
애쓴 사람일 것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사건을 회고합니다.
“지난 해 저는 그대의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벽에 걸린, 나치당원들 앞에 한 유대교인이 무릎 꿇고 있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 그림에 관심을 빼앗긴 저는 그대에게 물었지요. 그랬더니 그것이 그대의 조부라고
했습니다. 그 분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제가 물었었지요. 그대는 그들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메이르, 이제 그대가 이해되네요. 어느 누구도 유대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위협을 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깊게 헌신한 그대가 이해됩니다.’라고 말했지요.”
다간은 은퇴를 두고 이제 8 년 만에 첫 휴일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예상들과 다르게
2015 년까지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출 능력이 없다고 하여, 모사드가 그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주: 이스라엘 군사 통신원인 알렉스 피쉬만 Alex Fishman 은 이번 주에 핵무기에 대한 다간의 발언에도 불구,
이란(그리고 시리아와 헤즈볼라)의 재래식 미사일 보유량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2009 년 11 월
보고회에서, 이스라엘 육군 총사령관 가비 아쉬케나지 Gabi Ashkenazi 는 이란에 사정 거리 2,000km(이스라엘에
충분히 닿을 정도)의 미사일 300 대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첩보국들은 그 숫자를
실제보다 1/3 로 적게 잡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제 이란이 생산한 미사일은 이제 이스라엘 전역에 닿을
수 있는 정도로 그 능력이 커졌습니다.]

반 anti 유대주의와 적 anti 그리스도
세상의 모든 악은 하나의 표적에 대한 증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슈아이십니다. 허나
예슈아께서도 당신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당신을 미워하였으면, 그들도 미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
15:18, 19 –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으면, 먼저 나를 미워하였음인 줄 알아라. 너희는 세상으로 말미암지
않았고,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취했다. 그러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계 12:17 에도 비슷한 원리가 등장합니다. “용이 그 여인에 대해 분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슈아의 증거를 가진 그녀의 남은 후손들과 전쟁을 일으키러 갔다.” 마귀의 분노는 “남은 후손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그 후손들은 누구일까요?
제자들은 예슈아를 믿는 성도들이었으며, 모두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귀의 노의 절반은 성령 충만한,
세계의 복음주의적 성도들에게 쏟아졌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유대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며, 두 번째는 반유대적 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둘의 근원이 같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에스더 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예슈아의 예표입니다. 하만은 사탄(혹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르드개에 대한 하만의 증오는 유대 민족 전체에게 쏟아집니다. 하만의
“최종” 결정은 대학살이었습니다. 에 3:6 – “모르드개만 멸하는 것이 그의 눈에 가증했던 것은, 그가
모르드개의 민족에 대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만은 왕국 내의 모든 유대인을 멸하고자 했다.”

오늘날 전 세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과 반유대주의의 영 모두가 치솟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핍박 받고 살해되고 있습니다. 서구의 자유 사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종교적이라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공정성 political correctness”을 위해 극단 이슬람을 정당화시킵니다. 극단
이슬람은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두 가지 악령은 서로 연합할 것입니다. 환란 때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적그리스도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재림 때엔 전세계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요 그것은 곧 예슈아께
대한 공격이 될 것입니다(슥 14:1-9).
이번 주엔 21 명의 콥틱 Coptic 그리스도인들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 에서 무슬림의 테러 공격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저희 메시아닉 유대 공동체는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구호의 손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지난 주, 이란의 복음주의 그리스도인 수십 명이 성탄 연휴 중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부탁해
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곳을 참고하십시오. http://www.elam.com/articles/70-ChristiansArrested/
중동 미디어 조사 기구 Middle East Media Research Institute 에서 새로 나온 동영상은 아랍 국가들에서 치솟는 반유대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슬람 성직자들이 유대인들을 “원숭이와 돼지(코란에 나온 대로)”라고 부르는
장면, 유월절 마짜를 만들기 위해 피를 쓰고자 기독 어린이들을 죽였다고 유대인들을 비난하는 장면(암흑
시대의 “피의 비방 blood libel”에서 유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자 한 히틀러를 찬양하는 장면 등이 나옵니다.
이슬람 성직자들은 또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 전부를 줄 지라도, 여전히 그들을 미워할 것이며 그것이
자신들의 종교의 일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동영상을 직접 보시길 바랍니다.
http://vimeo.com/16779150

아이티 소식
이번 주 화요일인 1 월 11 일은 아이티 지진이 일어난 지 1 년이 되는 날입니다. 데이빋 밴더풀이 지휘하는
이동 의료 재난 구호 사역 Mobile Medical Disaster Relief ministry 팀은 이 날을 아이티를 위한 기도의 날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MMDR 은 지난 해 연속된 자연 재해와 염병으로 고통 당한 그 땅의 빈궁한 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십시오. www.mmdr.org

세계 선교
저희는 행 1:8 의 성취를 믿으며 예슈아를 세계 전역에 증거하고자 애씁니다. 에디와 재키, 마티, 알렉스는
인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나단과 심카는 미국 순회 중이며, 아셰르와 베티는 이번 주
덴마크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동역자인 알 하야트 TV 의 빅토르 Victor 와 하룬 Harun 은 이번 주 나사렛으로부터 아랍어로 된
복음주의적 “성탄절” 프로그램을 방송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끝날 즈음, 그들은 관심 있는 시청자들로부터
1,000 통이 넘는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많은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