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 비둘기 그리고 올리브 나무
-아셰르 인트레이터
무지개, 비둘기 그리고 올리브 가지는 사랑, 평화, 조화, 인내와 영성에 대한
우주적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원은 성경으로,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온 것입니다.
창 8: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창 9: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날 세계의 모든 민족들은 노아와 그의 자손에서 나온 것입니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그 민족들을 향한 운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인입니다. 각기
다른 색깔들은 각각 다른 민족들, 인종 집단, 문화와 언어를 나타냅니다.
그들의 운명은 각 민족으로부터 부르심 받아 나온 전세계 교회 즉,
에클레시아 안에서 성취될 것입니다(계 7:9).
각기 다른 민족 집단들은 그들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또한 조화를
이루며 연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들의 아름다움의 정수입니다. 무지개가
한 가지 색이었다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연합하지 못해 분열되고
혼란스럽다면, 그 역시 아름다움을 잃을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다양성의 조화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무지개의 찬란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영화되고 성화된 성도들을
나타냅니다. 빛나는 색깔들은 무지개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지개는 태양에서 나온 빛의 광선들이 수증기와 구름을 통해 굴절되어
나타나는 것일 뿐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슈아의 얼굴을 통해 비취는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합니다(고후 3:18).
무지개와 하나님의 보좌 사이의 연관성은 요한이 본 천상 예배의 환상(계
4:3)에서 뿐 아니라, 에스겔이 본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에서도 나타납니다 (겔

1:26-28). 무지개는 곧 곡선을 이루는데, 이것은 태양의 곡선을 반영한 것이고
또한 아들 예슈아의 얼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둘기는 성령을 상징하는데, 창조 때 새처럼 수면 위를 운행하셨던 모습과
같습니다(창 1:2). 그리고 예슈아께서 물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그 위에 내려오셨습니다(마 3:16, 눅 3:22). 새 언약 안에서
세례는 노아의 방주에서 홍수를 통과하는 것의 개인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벧전 3:21-22) [그리고 홍해를 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
10:1-2).]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 내의, 회복된 메시아를 믿는 남은 자들을
나타냅니다 (롬 11:16-24). 예슈아의 가장 주목할 만한 기도(마 26:39), 마지막
때에 대한 가르침(마 24 장), 그리고 그 분의 재림(슥 14:4, 행 1:11-12)은 모두
올리브 산에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사건은 모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상징들- 무지개, 비둘기, 그리고 올리브 가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나타냅니다. 이것들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것이고 노아의 홍수 때 확인되었으며, 새 언약 안에서 계시된 것입니다.
무지개는 전세계 교회의 영화이고 비둘기는 성령님의 내주, 그리고 올리브
가지는 메시아의 남은 자들의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성령-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영원한
운명(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슈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엮으실 것입니다(엡 1:10). 이스라엘은 무지개의 많은
색깔 중 하나이고, 교회는 올리브 나무에 접붙인 바 되었으며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어질 것 입니다 (행 2:17). 태초부터 성경에서 감추어진 비밀이
오늘날 우리 세대에 활짝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들

아하밭 예슈아 공동체의 샤로나(Sharona), 오델리아(Odelia), 베레드(Vered),
심카(Simcha), 그리고 나탈랴(Natalya) 모두 지난 주에 출산을 하였고
샤니(Shani)와 리아트(Liat)는 곧 출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폴란드의 영적 돌파
-헨릐끄 뷔에야(Henryk Wieja)
폴란드 생명과 선교(Life and Mission- www.misja.org.pl) 대표

10 월 13 일 토요일, 저희는 폴란드 뷔슬라(Wisla)에서 부흥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아셰르 인트레이터와 함께 폴란드인 강사로는,
카지미에르즈 바르추크(Kazimierz Barczuk), 에드바르드 츠뷔에르즈(Edward
Cwierz), 예르지에 뤼챠르스키(Jerzy Rycharski), 알리나와 헨릐끄 뷔에야(Alina
& Henryk Wieja)가 있었습니다. 폴란드 전역과 체코 그리고 독일에서 약
700 명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성령의 불과 예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을 위해 예비하셨던 역사적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목회자 한 명은 집회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집회는 교회와
이스라엘이라는 주제에 있어 가장 균형 잡힌 집회였습니다. 저희는 폴란드의
교회뿐 아니라, 개인적 장소들에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부흥 가운데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영감을 받았고 그렇게 동원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이 집회 이후로 저희는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목마른 사람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접할 준비가 된
사람들이 저희에게 나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역사상 가장 흥분되는

시간 곧 부흥의 시작점에 살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뿐 아니라 폴란드
민족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러한 영적 돌파를 경험한 집회는 저희의 역사
가운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게 했습니다.
폴란드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부흥과 돌파를 위해 기도로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단의 무기 공장
이란과 계약을 맺고 미사일을 제조해 온 수단 야르뭌(Yarmuk)의 무기 공장에
10 월 24 일 수요일, 네 대의 전투기가 폭탄을 투하하여 공장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거부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뉴스 분석가들은 이란이 가자로 미사일을 들여오는 데에 두 가지
경로의 공격을 사용해 왔다고 전합니다. 하나는 홍해에 있는 수단(Sudan)
항구로 보냈고, 다른 하나는 카르툼(Khartoum) 근처에 있는 이 제조
공장입니다.
이후 무기들은 두 장소 모두에서 북쪽의 이집트로 수송됩니다. 그런 다음
시나이를 건너갑니다. (1979 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 조약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위) 무기들은 시나이에서 국경 터널을 통해 가자 지역에
밀반입됩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까운 이란의 군수 공장까지의 거리는
1600 킬로미터인데 반해 (아마도 잠재적인 공격에 관해서 이란에 보내는
암묵적 메세지를 나타내는 듯) 이스라엘에서부터 수단 공장까지의 거리는
1900 킬로미터입니다. 중동지역의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무장 확대가
좌절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유투브 강의
욤 트루아(나팔절)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연관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