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기념일
-심카 다비도브(Simcha Davidov)
이번 주에 저희는 지난 65 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키다 숨진 23,085 명의 군인들을
기억하며 현충일을 기념했습니다. 그날은 많은 가정이 전쟁과 테러 공격 중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픈 날이었습니다.
저는 1968 년부터 1971 년까지 이스라엘 탱크부대에서 복무했고, 1973 년 10 월 욤
키푸르 전쟁 때에도 참전했습니다. 끔찍한 전쟁이었지요. 제가 있던 키부츠에서도 세
명의 젊은이가 죽었고, 저희 대대에서도 몇 명이 죽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덕분에
저희가 오늘 이 땅에서 자유 국민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충일이 끝남과 동시에 저희는 이스라엘 독립기념일을 경축합니다. 이스라엘은
65 살이 되었습니다. 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이룬 것을 보면 경이롭습니다.
1947 년에 이곳에는 60 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600 만 명이 넘었습니다.
“조상들의 땅”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된 것은 저희 민족의 영적 구원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이라는 성경적 예언이 이루어진 의미 심장한 일입니다 (시 102 편, 겔 36 장).

고통과 사랑
-리앝 아쳐(Liat Archer) & 아셰르 인트레이터
여인은 출산 시에 큰 진통을 경험합니다. 보통 통증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몸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산 때는 몸에서 “사랑의 호르몬”이라는 엔도르핀을
방출하게 하는 독특한 통증이 있는데, 여인이 진통을 견뎌내고 새로 태어난 아기와의
결속의 경험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이 자연적인 엔도르핀 방출을 감소시키는 진통제를 먹지만 화학적으로
모방한 것이 진짜와 견줄 수는 없습니다. 그 진통은 아기와 함께 오는 사랑만큼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결속의 경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저희를 대적하여 일어난 전쟁과 테러 공격 중에 쓰러져간
군인들을 기억합니다. 피를 흘리고 생명을 희생한, 존귀한 이들의 고통과 고난을
저희는 경험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이스라엘 국가 탄생일인 독립기념일을 축하하기
시작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술에 취해 파티를 하는 형태로 “진통제”를 섭취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편에 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때문에 고난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요 16:21, 시 126:5).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슈아께서는 고난과 우리를 향한 사랑 둘 다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세상 속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과 고난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 – 사 53:4. 그분의 사랑에는 고난이 있었고, 그 둘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사랑과 진통 사이의 이러한 관계는 출산과 이스라엘의 재탄생, 십자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매일의 신앙생활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 – (눅 9:23). 우리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들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제 친구 아리 소르코 람 (마오즈 이스라엘 대표)은 프로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는
상대방 선수한테 맞는 것은 마치 기관차에 치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미식축구 리그(NFL)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형태로든 다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통증이 있는 채로 경기를 하는 것" 은 단순히 프로 경기에서 뛰는 대가의 일부입니다.
하물며 예슈아의 형상으로 거룩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데에는 얼마나 더
불가분하겠습니까!
긍휼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겪는 것과
우리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 롬 12:15. 사랑은 다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기쁨도 고통도 모두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그들의 기쁨을 함께
경험하는 것만큼이나 사랑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마치 친구가 감옥에 있으면 그와 함께 갇힌 것 같이 느끼듯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시해야 합니다 (히 13:3). 누군가 영광을 받았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받고,
그들이 고난 당하면 우리도 고난 당하고, 그들이 기뻐하면 우리도 기뻐합니다 (고전
12:26).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결속입니다.

생육하라
-아하밭 예슈아 공동체 담임 에디 샌토로(Eddie Santoro) 목사

저희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볼 때 크게 생육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지난 10 월 한
달에만 아기 다섯이 태어났습니다. 앞으로 6 개월 동안 또 다섯 아기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독립기념일에 앤드루(Andrew)와 샤니(Shani)에게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지난 주에는 실로(Shilo)와 사라(Sarah)가 멋진 야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영광스럽게도 이들의 예비 결혼 상담을 해 주었고 그들이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흥분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결혼식이
여럿 더 있습니다. 이 모든 젊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국제 이사회
이번 주에 댄 저스터 Dan Juster (티쿤 사역체 Tikkun Ministries), 에이탄
쉬시코프 Eitan Shishkoff (자비의 장막 공동체 Ohalei Rachamim), 데이비드
루돌프 David Rudolph (게이트웨이즈 비욘드 Gateways Beyond), 토드
맥도웰 Todd McDowell (케일럽 컴퍼니 Caleb Company), 폴 윌버 Paul Wilbur
(워십 사역체 Worship Ministries), 데이빋 맥퀸 David McQueen (벨트웨이
교회 Beltway Church), 토드 웨스트팔 Todd Westphal (엘 샤다이 El
Shaddai)과 함께 할 저희 연합 국제 이사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관계를 쌓고
상호 책임을 공고히 하며, 전략을 논의 하기 위해 저희는 젊은 리더십 팀과 함께 일년에
한 번 만납니다.

샤부옽
여러분의 달력에 오순절(샤부옽) 전야에 열리는 철야 금식 기도를 표시해 두십시오.
이스라엘 시간으로 5 월 14 일 밤 10 시부터 15 일 오전 10 시까지 이스라엘에 있는
회중들과 기도의 집들은 저희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일 것입니다 (행 1:14).
마지막 때의 전세계적 부흥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할 것입니다 (행
2:17). 전세계의 기도 모임들도 인터넷을 통한 라이브 방송으로 저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찬양 선곡， 기도 제목과 인터넷 접속 정보가 향후 몇 주 내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 "미래의 역사를 만드는" 일에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