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과 완성 (7 x 7)- 5 월 16 일
과정과 완성 (7 x 7)
아셰르 인트레이터
저는 보통 성경의 수비학 numerology 에 대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슈아의
인성과 믿음, 청렴, 관계의 원칙들에 대해 가르치기를 선호하기 때문이지요. 이번 주의
토라 할당은 오메르 계수와 희년에 대해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7 이라는 숫자가
반복되는 것을 무시하기가 어려운데요. 성경 전체에서 7 이라는 숫자는 시간적 과정과 그
과정의 완수를 통한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7 일만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안식일- 우리는 7 일째에 쉬라고 명받았습니다.
오메르- 유월절로부터 오순절(샤부옽)까지는 7×7 주입니다.
안식년(쉬미타 Sh’mitah)- 매 7 년의 빚이 탕감됩니다.
희년- 7×7 년 이후, 땅은 회복되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나팔절- 유월절로부터 가을 절기들까지는 7 개월의 기간이 있습니다.
천년왕국- 메시아께서 이 땅에서 천 년을 통치하시는 건 7 번째 천년 millennium 입니다.
예슈아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단계 별로 임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막 4:26-29). 숫자 7 은
하나님의 단계와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끝에 일어날 일이 이미
처음부터 계획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랍비들은 안식일이 일주일의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되어질 일이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라는 원칙의 증거로 꼽습니다. 7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1 단계에서 일어난 일의 목표입니다.
7 단계이자 마지막 단계는 또한 모든 것이 마지막엔 완벽하게 이뤄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각 단계의 다양한 요소들이 과정 가운데엔 연결되지 않은듯 보입니다. 하지만 7 단계에
이르러선, 모두 하나가 됩니다.
오순절 기도
계속해서 준비하며, 오순절(샤부옽) 전날 메시아닉 목회자, 기도 모임, 그리고 이스라엘 및
전세계 기도 네트워크와 더불어 기도에 동참해 주십시오. 6 월 7 일 오후 10 시부터 8 일
오전 10 시(이스라엘 시간)까지입니다. 행 2:17 에 따라 세계의 부흥을 위해 중보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곧 공지될 것입니다.
파키스탄 기도
저희의 동역자인 파키스탄 전도자 A 가 전해온 소식입니다. 최근 이슬람 단체들은 전력을
다해 파키스탄 정부를 독점하고자 애쓰고 있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핍박이 증대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함마드를 대적하는 어떤 말도 불법입니다. 무슬림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 그리스도인들 탓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죄하다고 해도,
무슬림들은 무함마드를 모독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6 개월간, 사람들은 “모독죄”로 사형되기까지 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장관과 또 한

온건 무슬림 장관은 최근 이슬람 지하드주의자들에게 모독죄를 반대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오사마 빈 라덴이 죽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파키스탄 그리스도인들은 이슬람 폭도들이 빈
라덴에 대한 복수로 전보다 더 격렬히 일어날 가능성에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달,
한 교회와 선교 학교는 꾸란을 더럽혔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구하고자 도시를 떠났습니다. 보안군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파키스탄의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슬람으로의 개종을 심하게 강요해 왔습니다.
이슬람 신앙 고백을 거절하는 이들에 대한 살해 위협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파키스탄의
모든 가정을 보호해 주시도록, 모독죄가 사라지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되도록,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크바 Nakba 의 날
마티 쇼샤니
5 월 15 일 일요일은 팔레스타인의 “나크바(재앙)의 날”입니다. 1948 년 이스라엘 독립
전쟁 여파로 일어난 인구 이동 population displacement 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세계 2 차 대전 말, 대규모의 추방과 인구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만이 집을 버리고
떠났거나, 떠나도록 강제되었습니다. 이동한 민족들 중엔 폴란드, 인도, 파키스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독일, 유대인 및 아랍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만 2 천만 이상이
1945 년과 1951 년 사이에 이동했습니다. 1960 년대 말에는 2 차 대전 난민들이 모두
새로운 국가의 국민으로 흡수된 반면, 오직 한 무리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1948 년에 대략 61 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집을 떠나거나 강제 추방되었는데,
유대인들은 85 만명 이상이 아랍 국가들로부터 쫓겨났습니다. (유대인의 “나크바”죠.)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흡수를 거부한 것은 반인륜적인 처사일 뿐 아니라,
유대 국가에 대한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그들의 곤경을 영속화시키려는 계획된
전략이었습니다. 1959 년, 아랍 연맹 the Arab League 은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 출신의
신청자들에게 시민권 주기를 거부함으로써, 해당 국가로의 흡수를 막는다”는 내용의
결의안 1457 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놀랍고 괴상한 결의안은 모든 국제법 및 유사한
난민 상황에 대한 전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2011 년 5 월 13 일 <마아리브> 신문 벤
드로르 예미니 Ben-Dror Yemini 의 “아랍의 인종 차별 정책” 참고]
이스라엘 당국은 모든 무장 세력에 대해 “사상자 제로”의 명령을 내려, 양측의 폭력을
최소화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나크바의 날” 행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올해 대중의 관심을
사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국제적 비난이 기록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인종 차별 국가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 받은, 이스라엘-아랍의
공존과 인종 차별 비난에 대한 사진들을 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같이 쇼핑하는 유대인과 아랍인-인종차별이라니?

사해에서 함께 수영하는 유대인과 아랍인- 인종차별이라니?

이스라엘의 축구 스타 왈리드 바디르는 텔아비브 하포엘 팀의 주장이다- 인종차별이라니?

前 미스 이스라엘 라나 라슬란은 아랍인이다- 인종차별이라니?

前 크네셑 대변인이자 2007 년 대통령 대행을 한 마잘리 와하비는 드루즈인이다인종차별이라니?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인이자 前 주에콰도르 대사였던 레다 만수르는 드루즈인이다인종차별이라니?

이스라엘 대법원장 살림 주브란은 아랍인이다- 인종차별이라니?

나는 단 한 명의 이스라엘인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지 못하게 할
것이다(2010 년 7 월 28 일 마흐무드 압바스의 이집트 언론과의 인터뷰)- 이걸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이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유대인에게 땅을 파는 아랍인은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게
바로 인종차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