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아심
-아셰르 인트레이터

바울은 로마서에서 “미리 아셨다”는 단어를 두 번 사용합니다. 두 번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명–처음에는 개인을 향해, 두 번째는 한 민족에 대해–을
말하고 있습니다.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

하나님께서는 모든 개인들에 대한 운명, 미리 정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운명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창 1:26)의 완전한 모델인
예슈아의 형상을 닮게 하는 일관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운명은 모든 개인이
다르다는 특이한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고유의 성품과 개성에
따라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각자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벌써 아셨습니다. 즉 우리를 “미리 아셨습니다.” 그 미리 아심에 근거하여 우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것은 무작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의한 것입니다. 미리 아신 것이 미리 정하신 것보다 먼저입니다.

미리 아심의 두 번째 경우는 개인이 아닌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입니다.

롬 11:2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아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한 민족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존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의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지금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택함”의 일부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말미암고 일부는 예슈아의 탄생으로부터, 일부는 초대 사도들의 사명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선택됐다는 지위의 또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사건들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지(豫知)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 일들은 먼저 일어난 일들보다 “훨씬 더 풍성”할 것입니다(롬 11:12).
사도행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부흥이 있을
것입니다(행 2:17). 고대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와 같은 기적적인,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군사적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슥 14:2-5). 솔로몬의 왕국과 같은,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큰 왕국이 있을 것입니다(미 4:1-8). 예슈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 운명에 “접붙여지고” (롬 11:17), “이스라엘의 유업” (엡 2:12)의 일부가
되며 동일한 약속에 “참여자” (엡 3:6)가 될 것입니다.

UN 난민 구호 사업기구(UNRWA)
-예루살렘 정의 기구(JIJ) 칼렙 마이어즈(Calev Myers)

1948 년 이스라엘 독립 전쟁 이후, 근동지역 팔레스타인 난민을 위한 UN 난민
구호 사업기구(UNRWA)가 설립되어, 이스라엘과 요르단, 시리아, 이집트, 사우디
아라비아에 있는 55 만 팔레스타인 난민을 돕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UNRWA 는 이 난민들을 구제하고 새로운 공동체로의 재통합을 돕기 위한 임시
기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난민들과 달리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지위는 자녀와 손자녀에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난민의 정의는 세대에 걸쳐
이어지지 않는 것인데, 1948 년 55 만 명이었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470 만 명이
되었습니다.
원래의 위임과는 반대로 UNRWA 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기구의 초점은
난민의 수를 감소시키는 대신 중동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난민 지위를
영속화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UNRWA 는 지금 팔레스타인 난민을 유지,
존속시키며 외교적 지렛대가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지 못하도록 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 향후 합의에 영향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49 년 2,000 만 달러였던 UNRWA 예산은 2012 년 10 억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1 인당 난민 보조금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UNRWA 는 3 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고용하여, 팔레스타인의
최대 고용주입니다. 그들은 현직 하마스 운동가를 고용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기까지 합니다.
1948 년 전쟁 이후 팔레스타인 난민을 도우려는 노력으로 설립된 UNRWA 는, 그
위임을 어기고 이스라엘에 대항하는 정치적 도구가 되었습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자금 지원을 재정의 대부분으로 충당하는 기구로서 UNRWA 는 원래의
위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재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슬림 전도자들
아부 알리(Abu Ali), 라시드(Rashid), 와히드(Waheed)는 현대 믿음의 영웅이자, 전
무슬림 세계에 복음을 담대히 방송하는 알 하얕(Al Hayat) 텔레비전 채널의
리더들입니다. 알 하얕은 매월 3,000 만(!) 명이 시청하고 있습니다. 10 만 명이
반응을 보이고 400 만 명이라는 숫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며, 소셜 네트워크에는
1,100 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알 까에다는 이 세 사람과 이들의 아내와 자녀들의 사진, 이들의 집과
사무실 주소를 공개했습니다. 알 까에다는 “누군가는 이들을 찾아가 필요한 일을
해야 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그들을 살해 요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보호받고 이들의 전도사역의 열매가 계속 있도록 긴급 기도를 해 주십시오.
또 다른 무슬림 배경을 가진 성경 교사인 아부 아탈라(Abu At ㅁ lla)는
모르시(Morsi)에 저항하는 시위 동안 카이로에 있었습니다. 무슬림 형제단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시에게 입법부, 군사, 사법부보다 높은 권위를
부여하는 새 헌법안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새 헌법을 승인하는
국민투표가 12 월 15 일에 있습니다.
유혈사태가 줄어들고 새 헌법이 취소되며, 이집트 정부에 의로운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불안과 핍박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된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네바 더 콜(The Call Geneva)
“제네바 더 콜”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12 월 8 일(토) 12 시간 철야 기도회,
12 월 10 일(월)-11 일(화) 개혁과 회복 학교, 12 월 12 일(수) 특별 예배가 있습니다.
스위스와 전 유럽에 새로운 부흥이 풀어지며 영적 돌파가 있을 것을 믿읍시다.
http://www.thecallgeneva.com/newlook/vision.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