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양과 비둘기
예슈아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러 요단 강에 오셨을 때 요한은 두 가지 표현으로 그분의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요 1:29, 36
보라 …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떻게 예슈아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까? 비둘기 때문이었습니다.
요 1:32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예슈아께는 어린양 같은 뭔가가 있었고, 성령께는 비둘기 같은 뭔가가 있었습니다. 이
둘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한 단어로 말하면 온유함입니다. 예슈아와 성령께서는
비둘기 같이, 양 같이 온유하십니다.
강하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온유함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쉽게 상처받는
사람에게는 만지고 고치기 위해서 온유함이라는 자질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난 주 로마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것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고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던 어떤 여자 분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목에 있는 통증을 고쳐주시기를 구했습니다. 베티 Betty 가 그녀에게
안수했고 즉시 고침 받았습니다. 그 다음 담임 목회자가 그녀를 구원과 회개를 위한
기도로 이끌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는 결혼서약을 했습니다.
어린양의 세심함이 치유와 구원, 거룩함을 가져왔습니다.
[주: “어린양”과 “비둘기” 둘 다 하나님의 불 같은 심판과 관련될 것입니다: 어린양의
“진노” (계 6:16) 와 비둘기의 “검” (렘 46:16; 50:16).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고 오래 참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죄는 너무도 악하여 어린양과
비둘기의 온유함조차 움직여 악인을 벌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감옥에 대한 폭동
-K.S.

2002 년 3 월 8 일의 쾌청한 오후, 저는 점심을 먹으러 근처의 카페 카피트 Cafit 에
들렀습니다. 카페로 들어오는 한 남자가 제 주의를 끌었습니다. 그는 큰 배낭을 매고
겨울 파카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었으며 온통 땀 범벅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웨이터와 보안 요원에 의해 카페 밖으로 밀쳐졌습니다. 그들이
인도에서 그를 제압했고, 몇 초가 안되어 경찰과 IDF 국경 경비대 차량이 그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울고, 카페와 거리에서는 “폭탄이다”라는 술렁임이 있었으며,
휴대폰은 통신이 중단되었습니다. 제 옆에 서있던 소녀는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인이 제게 다가와 출입통제선 밖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자살폭탄 테러범은 물을 한 잔 달라고 했는데, 그의 이상한 모습을 주목한 웨이터가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남자의 손이 주머니에 닿았을 때 웨이터가
그의 허리에 있는 트립 와이어가 뇌관에 이어져 있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때
웨이터가 그 남자의 손을 잡고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보호해 주셨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다치지 않게 해 주셨습니다. 그
남자가 카페 안에서 폭탄을 터뜨리는 데에 성공했더라면 수십 명의 사람들이 죽고
부상당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후 몇 달 동안 카페 안으로 들어가거나 버스에 타거나 할 때마다 무서웠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혔던 이 남자가 포로 교환에서 풀려나 다시 거리를 활보하고 있진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자살 폭탄 테러범을 모집하고 파견했던 아부 함디예 Abu Hamdiyeh (64 세)는 무기징역을
살다가 암 진단을 받은지 두 달이 되던 지난 주에 죽었습니다. 폭동은 인도적 차원에서
그를 석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네게브 Negev 에 있는 근처
이스라엘 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진단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제자”가 수십 명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었을 뻔했던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세계 언론은 단지 팔레스타인 수감자가 이스라엘 당국의
손아귀에서 죽었다고 보도하여, 부당하다고 추정한 팔레스타인 사람들로 하여금
폭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 사람이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지는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지요! 진짜 범죄와 부당함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의 메시아닉 유초등 학교 ‘마코르 하 티크바’

-쿠키 슈와에베르 이싼 Cookie Shwaeber Issan 교장
저희는 3 년 전에 20 년 된 저희 학교에 대한 인가를 신청했고, 교육부는 저희 학교가
교육부 감독 하에 있을 것을 독려했습니다. 저희는 보건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등 갖춰야 하는 요건을 세심하게 따랐습니다.
저희는 지역 공무원들도 만나 면담을 받았고, 학교의 교과정과 교사들의 자격에 관한
상당한 양의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학생들도 면담을 받았고 수업참관도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은 학교와 학교가 가진 자료 및 표준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대답이 왔습니다: 인가를 해 줄 수 없으며 30 일 이내에 학교 문을
닫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전히 거짓이거나 사소한 세부 사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희의 정체성이 종교 학교로는 두 가지 범주 밖에 없는 교육부에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두 범주란 기독교 학교(기독 아랍인 – 우리는 거기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면 정통 유대교 학교(이것도 우리에게 꼭 들어맞지 않습니다)입니다.
저희는 법정 분쟁이 될 수 있는 상황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저희 학교만을
위한 것이 아닌, 현대 이스라엘 사회 내 메시아닉 유대인의 정체성을 합법화하기 위한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첫 싸움은 4 월 7 일에 있을 것입니다. 이 때 판사는 폐교 명령을
“중지”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재정적 후원은
www.jij.org.il 를 통해 “Makor Hatikvah”로 지정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워치맨 영상
-예레미야 카우프만 Jeremiah Kaufman
도입부는 폴란드 바르샤바 Warsaw 에서 찍고 대부분은 예루살렘 올드 시티에서 찍은
저희의 새 뮤직 비디오입니다. 한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IDF 군인,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음악가들이 출연하고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w7xyROxYol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