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의 그리스도(Christ at the Checkpoint)” 컨퍼런스
-대니얼 저스터(Daniel Juster )의 글에서 발췌
소수의 메시아닉 유대인 대표단이 이번 주에 베들레헴에서 열린 ‘검문소의 그리스도’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저희의
견해를 나누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서안 지구(the West Bank)와 동 예루살렘에 있는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불의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언들은 신빙성
있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핵심이 되는 사안은 검문소입니다. 이스라엘은
테러리스트들과 근로 허가증 없이 서쪽 경계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이들을 막기
위해서 검문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30 분 거리에 있는 일터에 가기 위해
매일 검문소에 무리 지어 오전 6 시부터 3 시간씩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무슬림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과 급진주의 이슬람의 위험성은 위의 일에 비하면
비중이 적은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점령을 끝낸 결과가 하마스(Hamas),
미사일과 자살폭탄 테러뿐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마땅히 강조되어야 할
이 부분은 강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민족이 선택 받았으며 이 땅으로 돌아온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산상수훈을 따르고자 하고 성지를
유대인들과 공유하려고 하면서도 말입니다. 그들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비폭력적 대응을
강조합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사랑의 영이 임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두 번의 충분한 세션을 할애했고, 예루살렘의
만왕의 왕(King of Kings) 공동체 웨인 힐스덴(Wayne Hislden) 목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웨인 목사는 민감한 사안인 유대 민족 선택의 지속성과 성경 말씀의
성취인 그들의 고토 귀환에 대하여 탁월하게 발표했습니다. 일부는 아주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지만, 대부분은 웨인 목사의 발언을 경청하면서 숙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강의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메시아닉 유대인 파견단은 기독 시온주의를 반대하는 세 명의 주요 인사들과
의미심장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휘튼 대학(Wheaton College)의 개리
버지(Gary Burge) 박사, 성공회 교수인 콜린 채프만(Colin Chapman) 박사, 성공회
사제인 스티븐 사이저(Stephen Sizer) 박사였습니다. 두 가지 쟁점에 대해서만은
동의했는데, 그것은 로마서 11 장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잘려 나온 원래의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질 것이라는 소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아랍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는 친이스라엘적인 견해에서부터
반이스라엘적인 견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은 어떤 이는 “반이스라엘적인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우리는 반이슬람적인 다른 컨퍼런스를 개최해야 할 것 같다.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단추
-아셰르 인트레이터
옷의 첫 단추를 잘 끼우면 나머지도 제자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단추로
끼우기 시작하면 다른 단추들도 모두 틀린 자리에 채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성경이라는 책은 창세기 1 장으로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우주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좋다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들(계 21-22 장)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물리적 피조 세계를 좋게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없애는 것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첫 장 혹은첫 “단추”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성경의 마지막을 만물의 회복(행 3:21)으로, 재생(마 19:28)으로,
자연의 부활(롬 8:21)로, 노아의 때와 같은 “하늘과 땅”의 갱신(벧후 3:5-13)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성경은 새롭게 된 하늘과 땅 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이 즐겁게 교제 나누는 모습으로
맺어집니다. 하늘과 땅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메시아 예슈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엡 1:10, 골 1:20).
그렇다면 신약
서술하면서 그
다윗에게 그의
가운데 확대될

성경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 장은 예슈아의 족보를
분께서 다윗 왕의 후손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삼하 7:13, 16; 시 89:3-4), 그리고 온 땅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사 9:7; 49:6; 눅 1:32-33).

만일 우리가 예슈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기술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첫 단추를 놓친다면,
예슈아께서는 유대인의 왕(요 18:37)이신 당신의 운명을 결코 성취하지 못하실 것이며
결코 열방을 유업으로 소유(시 2:8)하지 못하실 것이며, 결코 이 땅에 평화(눅 2:14)를
가져오지 못하실 것이고, 결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행 1:6)시키지 못하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통일성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단추를
처음부터 끝까지 맞게 채우도록 합시다. 그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요 다윗의
자손(롬 1:3-4)이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자 나중(계 1:8)이신 예슈아 안에서 맞아
들어갑니다.

에스더 금식
-아리엘 블루멘탈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특별 기도의 날-12 시간 동안의 굳은 기도와 찬양, 이스라엘과
중동, 열방을 위한 기름 부으심의 중보 기도-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신 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아랍인들과 무슬림들을 향한 전도를 위하여, 온 지구 상의 나라들을 위하여
특별히 집중하여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 56:7-8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는 말씀이 성취됨과 같았습니다.
기도실에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인 저희들(이스라엘의 “버림 받은 자들”의
모임)이 전세계의 방문객들과 함께 모였고, 각지에서 기도로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또 다른 모임”)가 저희와 함께 했습니다. 이 날은 정말로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의 날이었습니다.

가지 격전
이번 주에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 사이에 격전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테러
공격을 저지하고 민중 저항 위원회(Popular Resistance Committee)의 지도자인
주하이르 까이시(Zuhair Qaisi)를 죽였습니다.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을 향해 100 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테러 공격을 궤멸하는, 보기
어려운 비디오와 함께 관련 기사를 모두 보시려면 제루살렘 포스트
홈페이지(http://www.jpost.com/Defense/Article.aspx?id=261222)를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