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것
-아셰르 인트레이터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은 철학 이상의 것입니다. 곧 생활 양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적인 세계관은 우리 주변의 최악의 상황들에도 확신 가운데
낙관적인 태도를 갖게 합니다.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희 공동체 중 한 가정의 믿음을 떠났던 자녀가 최근 있었던 로켓 폭격으로
인해 마음이 상해 결국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중동 지역의 여러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저희 백성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안에 믿음을
창조하시며, 용기를 갖게 하시는 길고도 오래 참으시는 과정입니다.
엡 5:20
범사(모든 것)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전 5:18
범사(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를 드리는 데에는 우리의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히브리어로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고백하다’나 ‘선포하다’와 같은 어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시 136:1-3). 이
고백에는 우리의 기도가 포함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막
11:23), 기도하는 동안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함 없이 기도하면, 믿음 없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염려와 근심을 하는 것뿐이고 어떠한
유익도 없으며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빌 4: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것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분이라(히 11:6)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든 긍정적인 태도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빌 2:14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스탶 회의 때 이 말씀 구절을 함께 큰 소리로 읽은 적이 있는데, 이 구절은
마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삽입해 넣은 것 같다고 농담 삼아 말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유대 문화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고 논쟁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마치 저희의 “국가 고유의 스포츠”와 같은 것입니다.
무언가를 원망 없이 하는 게 가능한 일입니까!? 시비가 없이 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골 3:23
모든 일을 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예슈아 안에 있는 믿음과 그 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열정과
에너지를 갖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겟세마네의 예슈아처럼
상황이 너무나 끔찍하고 우리의 뜻에 완전히 어긋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 우리는 정신력과
집중력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재키 산토로(Jackie Santoro)
가자로부터의 미사일 공격은 모두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상자들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 기쁨과 승리의 환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습은 결코
민간인들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무기고나 미사일 발사지, 그리고

테러리스트의 본부를 향한 것입니다. 가끔 민간인들이 희생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의도적이거나 포격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랍 시민들이 죽을 때
이스라엘에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소위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는 하마스와 극단주의 이슬람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곧 유대인들 근절하고자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 엄청난 억제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결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정부와 군대는 이 나라의
생존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저희는 거짓말에 대해 아주 민감합니다. 세상은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듣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들은 사람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큼 너무
자주 방송되어 나옵니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는 전혀 공정하지도, 균형
잡히지도 않은 것입니다.

감사
-헤즈볼라 지도자 하싼 나스랄라(Hassan Nasrallah)
“전 세계는 이란에 감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무기와 재정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이다.”

복음 전도와 폭격
-라헬 네타넬(Rachel Netanel)
폭격이 한창이었던 이번 주중에 저는 텔 아비브에 가야 했습니다. 리숀
레찌온(Rishon Lezion)에 사는 조카를 초대해서 태워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길에 저는 조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닷가에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조카는 흐느끼면서 예슈아께 자신의 마음에
오시도록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전혀 몰랐던 것은 바로 그 때 로켓이 리숀

레찌온에 떨어져 조카가 평상시 일하던 상점 바로 맞은편 건물이 파괴된
사실입니다. 조카는 그 때부터 그녀를 향한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6-156-850 관점
 지난 주 가자발 로켓에 피살된 이스라엘인 6 명
 “구름 기둥” 작전으로 이스라엘에 피살된 가자인 156 명
 같은 7 일 동안 시리아인에 의해 사살된 시리아인 850 명

이스라엘을 향해 쏜 가자의 로켓
 이번 주 가자에서 이스라엘을 향해 쏜 로켓 1,506 발
 그 중 조준이 어긋나 가자 지역 내에 떨어진 로켓 152 발
 이스라엘의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에 떨어진 로켓 875 발
 아이언 돔이 공중 요격한 로켓 421 발
 84%- 아이언 돔의 놀라운 성공률 (인구집중 지역을 향해 발사되는
로켓탄에만 대응하도록 사용되는 요격 시스템)
 50,000 달러-아이언 돔 미사일 한 대당 가격
 가자에서 발포되어 이스라엘의 인구밀집 지역에 떨어진 로켓 58 발

가자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
 가자 내 이스라엘의 공군에 의해 공격된 지역 1,600 개소
 그 중 로켓탄 발사 지역 980 개소
 무기 밀반입 터널 260 개소
 무기 제조처 26 개소
 정밀 조준 공격으로 사살된 테러리스트 지도자들 30 명
 하마스 사령부 19 개소

3 차원
-아빅도르 리베르만(Avigdor Liberman)
“전쟁은 3 차원으로 진행된다. 첫째는 군사, 둘째는 외교이며 셋째는
여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