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순절 기도회
-아리엘 블루멘탈(Ariel Blumenthal), 미하엘 에노스(Michael Enos), 아셰르
인트레이터
2 천년 전 유대인 제자들의 무리는 예슈아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에서 함께 성령 세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적같이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 3 천 명이 구원받을 것을 말입니다.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불이 내린 직후에 요엘서 말씀을 인용합니다. 요엘의 예언은
그들의 철야 기도 동안 묵상과 계시의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예슈아께서 승천 직전에 요엘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일주일 전, 저희는 두 번째 샤부옽(오순절) 철야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제자들 무리는 여러 나라에서 온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열두
시간을 줄이어 예배하고 중보했습니다. 2 천년 전 제자들에게 그랬듯, 히브리
선지자들의 책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부흥이 풀어지기를 기도하는, 믿음의
친구들의 특별한 시간이었고 특별한 장소였고, 특별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발이 올리브 산에 서게 될 재림 이전에, 이와 같은 모임 가운데
점점 더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 전에 여러 장소에서 여러 무리들에게 나타나셨던 것과 정반대의 순서로
재림 전에 여러 무리들에게 나타나실 것입니다.
"플레임(불꽃)"
이번 주에 러시아의 카페르스키(Kaperski) 연구소는, 신종 바이러스가 2 년 간
발견되지 않은 채 중동 전역의 컴퓨터 시스템을 공격해 왔다고 밝혀냈습니다.
이 신종 바이러스의 이름은 “플레임(불꽃)”이라고 하며, 용량은 20 메가
바이트입니다(그 유명한 “스탁센트 Stocksent” 바이러스보다 40 배가 큰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크기와 정교함으로 볼 때 민간인 해커일 가능성은
배제되고, 특정 정부의 첩보기관이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플레임"은 프로그램을 파괴하지는 않았지만 기생체로서 컴퓨터 시스템에서
정보를 빼내갔습니다. 보고된 감염 컴퓨터 수는 이란 189 대, 팔레스타인
98 대, 수단 32 대, 시리아 30 대, 레바논 18 대, 사우디 10 대, 이집트
5 대입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 바이러스 유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반면, 네타냐후 총리는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 인공 두뇌
연구)가 이스라엘의 대 국제 테러 방위에 있어서 중요한 일면이라고 성명한
바 있습니다. [2012 년 5 월 29 일자 마’아리브 Ma’ariv; 예디옽 Yediot]
비정통파 랍비들
개혁주의 유대교의 여성 랍비인 미리 골드(Miri Gold)의 2005 년 청원에
대하여 이스라엘 법무부는 보수주의 및 개혁주의 랍비들에게 소정의 월급을
주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제도적 유대교에서 처음으로
정통파의 독점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 결정에는 찬반양론이 뜨거웠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사회는 물론 이 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표현에 있어 다원화와 자유를 위한
진일보라면 환영합니다.
기사 전문을 보시고 싶으시면 제루살렘 포스트 기사를 보십시오:
http://www.jpost.com/NationalNews/Article.aspx?id=271869
도서 주간
이번 주는 이스라엘의 “도서 주간”입니다. 이 작은 나라는 세계에서 일인당
도서 출판율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국립 도서관의 통계에 의하면, 금년
자그마치 6,302 권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1,359 편의 석사 논문과
1,074 편의 박사 논문도 있습니다. [2012 년 5 월 30 일자 마’아리브].
마돈나가 설교하다
팝 가수 마돈나가 의도적으로 2012 년 월드 콘서트 투어를 이스라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이 세계 에너지의 중심이며 세계 평화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했다. 마돈나의 콘서트는 성적 부도덕과 뉴에이지
신비주의, 좌익 정치, 유대교, 종교와 신성모독이 이상하게 섞인 것이었다.
제루살렘 포스트 기사를 보려면 클릭하십시오.
http://www.jpost.com/LandedPages/PrintArticle.aspx?id=272294
하나님의 형상과 만물을 다스림
-유발 야나이(Youval Yanay)
최근 저희 팀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에 대한 장기 워크숍의 일환으로 프로 말
조련사이자 코치인 한 크리스천과 함께 일을 했습니다. 말을 다루면서 저희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와 상호 관계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졌습니다.
창 1:26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 구절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동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부분 때문에 둘째 부분이 나타나고,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완벽한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을 아시고
유지하시며,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어 일하십니다.
피조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피조물을 관장하며 그것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더 잘 알고, 더 사랑하며, 더 확신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들인 우리의 마땅한 지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남용하고, 저주하거나 해를 끼친다는 뜻이 아니며, 그 피조물로부터
격리되거나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을 우리 아래에 두셨고 우리에게 굴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지구의 복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사명을 성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롬 8:19-22). 우리가 이 지구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다스리느냐
혹은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피조물의 상태는 창조자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의 현
상태를 반영합니다. 피조물에 대하여 옳게 다스릴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피조물을 다루어보면 우리의 형상과 영적 상태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이라는 거울에 비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과 바른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피조물을 돌보고 이해하며, 다스리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첫
명령과 위임을 성취하고 있는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