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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5 월 10 일 목요일, 이스라엘은 63 번째 독립 기념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독립을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이들에 대한 기억으로 기쁨은 누그러집니다. 유대
전통에는, 환희의 행사들이 과거 사건의 슬픔 및 고통과 짝을 이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는 성전 파괴를 기억하고자 결혼식에서도 잔을 밟아 깨뜨립니다.

오늘 (5/8 일요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고자 목숨을 바친 25,310 명의
형제들을 기념하고자 2 분 동안 묵념합니다. 거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친구나 식구를
잃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비탄의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슬픔에서 기쁨으로 자리를 옮겨,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 집단적 기억에는 죽음과 자유 사이의 상관 관계가 꽤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저희는 저희 존재의 유약함과 저희가 그것을 잃는 데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인정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국가가 연합하여 저희가
지금 사는 삶을 위해 대가를 치른 많은 이들을 기리는 때입니다.

묵념 가운데 과거의 희생들을 떠올릴 때, 저희는 이스라엘의 존재의 취약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즉각적 군사 공격을 마주하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저희는 세계인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지속적인 전투 중에 있으며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오바마 Obama 와 오사마 Osama
아셰르 인트레이터

9-11 쌍둥이 타워 공격으로 3,000 명을 죽인 오사마 빈 라덴 Bin Laden 을 표적 암살한 것은
도덕적으로 정의로운 행위였습니다. 옳고 용감한 행동입니다. 바랔 오바마와 미 해군 특수

부대 the Navy Seals team 가 이 작전을 주도했으므로 공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모두 호의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몇몇 논평을 인용합니다.

일부 하마스 지도자들은 빈 라덴을 순교자요 영웅으로 추앙했다.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로
하여금, 결국 알 카에다와 동일한 존재인 하마스에게 양보하도록 하는 것이 비합리적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빈 라덴은 파키스탄의 빌라에 살고 있었다. 미국은 이제 파키스탄 혹은 여타 이슬람
정부에 대한 후원이 테러 활동 은닉과 반드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이스라엘은 확인된 테러 지도자들을 표적 암살하였다고 전세계적 비난과 심지어 분개를
마주해야 했다. 국제 사회가 이제는 테러리스트들에게는 다른 방도가 없음을 깨달을
것인가?

이스라엘 위임 컨퍼런스 Israel Mandate Conference

이번 주말 캔자스 시 국제 기도의 집(IHOP)에서 열리는 이스라엘 위임 컨퍼런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데이빋 포슨 David Pawson, 마이크 비클 Mike Bickle,댄 저스터 Dan Juster 등이
강사로 나섭니다.

오순절 기도

이천년 전 예루살렘의 초대 메시아닉 공동체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행 2:1-4). 이
사건은 하나님 왕국의 역사에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당시 베드로(시몬 게바)는 당당히
(유명해진 오순절) 설교를 했습니다. 그는 그 강림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가 말씀한 바로다 (행 2:16).” 고전적으로 이것은 1 세기의 강림이 끝이요
성취요 요엘 예언의 결말이라고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면
더 큰 성취가 아직 남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이룰 일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붓는 것이다
(행 2:17).”

1 세기 성령 강림은 “모든 육체에”도 아니었고, “주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의
마지막 때에(행 2:17-21)”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한다는 내용은 맞았지만,
그 범위와 시기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또 다른 오순절 곧 “두번째 오순절”이 있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전세계적
성령의 부으심이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은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것인데, 사실 재림으로
이어지는 필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두번째 오순절이 예슈아의 두번째 오심으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오순절이 예슈아의 첫번째 오심 직후에 있었던
것과 같이, 두번째 오순절은 예슈아의 두번째 오심 직전에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오순절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었듯, 두번째 오순절도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을
것입니다(욜 2:32 – 3:2).

이 때문에 저희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세계에 국제 중보의 밤을 후원합니다. 곧 일어날,
예언된 이 사건을 위해 기도하도록 말입니다. 저희는 이 한 가지 주제, 마지막 때 전세계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금식할 것입니다. 이 철야 기도 시간은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 이스라엘의 목회자 및 기도의 집들의 협력으로 이뤄집니다. 이스라엘 시각으로
샤부옽(오순절) 전야인 6 월 7 일(화) 오후 10 시부터 8 일(수) 오전 10 시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 모임들이나 기도의 집, 공동체, 교회들 모두 저희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함께
이 예언적 기도 제목을 위해 동참해 주십시오. 몇 주 내로 추가적 조직 정보와 기도 지침을
발송할 것입니다. 이 날짜를 비워두시고, 모든 친구분들께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