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과 진리의 재포장
-아셰르 인트레이터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이 이처럼 많은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우리의 숙적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부르십니다(요 8:44). 진리가 원래 더
논리적이고, 건강하고 도덕적이라면 왜 거짓말을 믿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보면
사람들은 거짓 정보가 반복될 때 확신을 갖게 되고 설득을 당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거짓말이 아주 자주 반복되면 결국에는 진리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전달됩니다. 본래 좋은 것을 나쁜 것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아니면 본래 나쁜 것을 좋은 것처럼 제시하는 것입니다. 현대 대중매체의
기술을 보면, 누군가의 정치적 의도에 해가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는 그 상황이
사실은 자신에게 승리인 것처럼 보이려 사건을 “왜곡”시키고자 합니다. 상대방이
성공을 거두면 그것을 왜곡시켜 자신에게 공로가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분명 거짓말은 좋은 것을 나쁘다고 말하거나, 나쁜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포장하여 원래의 그것과 반대인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진리를
왜곡시킵니다. 사탄도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고후 11:14).
사 5:20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 …
자들은 화 있을진저
최근에 나온 한 소설은 기독 청소년 캠프 상담가로 일하고 있는 한 부부를 은밀한 연쇄
살인범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것을 가지고 악을 삼는 것입니다.
시사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수년 동안 이슬람의 지하드를 행하도록 세뇌되어 온 테러리스트들이
이슬람과 연관성이 없는 듯 보이기 위해 “골치 아픈 젊은이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이슬람과 무관한 것처럼 포장이 됩니다.
성적 부도덕 (간음, 매춘, 동성애, 가학피학성 성애 등)은 연예계에서는 낭만적이고
흥미로우며, 예술적이고 재미있는 것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의 온전한 관계와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건강하지 않은, 답답하고 지루하고
창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선이 악으로 혹은 악이 선으로 포장될 때 세뇌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메시아닉 키부츠에 일어난 돌파
-아옐렡 로넨 Ayelet Ronen 사무장
야드 하쉬모나는 이스라엘 유일의 메시아닉 키부츠로, 예루살렘 바로 밖의 유대 산지
기슭에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20 가정 정도(투표권을 가진 성인은 35 명)됩니다.
그러나 이번 주에 이 키부츠는 설립 후 처음으로 규모와 비전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투표를 했습니다.
저희는 키부츠에 50 명의 새 회원을 영입했습니다! 모두 이스라엘 시민권을 가진 현지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고 보니, 길과 집,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과 인프라 시설 확충을 위한 상당 규모의 건축 프로그램이 필요해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프로젝트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면,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살아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의 전례 없는 표본이 될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영적인 열매가 기하급수적으로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저희 홈 페이지를 보시려면 www.yad8.com 을 방문하십시오. 헌금을
하거나 집 짓기를 원하는 젊은 가정과 결연을 맺고자 하시면 리바이브 이스라엘 사역을
통해 저희와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종말 예언의 문자적 해석
-할리 월리스 Holly Wallace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은 이스라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슈아께서 그곳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 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었고 사람들은
흩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듯 보였습니다.
천상의 것으로 해석한 많은 부분들이 지상의 역사적인 실재와 분리된 신비적이며
비유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고 있고 나라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예언들이 문자적이고 물리적으로 성취된다는 것이 분명하고 명백해지고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열방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며,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고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이 예루살렘에 세워지고,
에덴이 지상에 회복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들을 정말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튼 Isaac Newton 경(1642 – 1747)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때쯤에는 많은
아우성과 반대 가운데서도 예언들에 주목하며 그 문자적 해석을 고수하는 사람들로 된
조직이 세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일이 정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믿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틀림 없이 논란과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아이작 뉴튼 경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미주 티쿤 컨퍼런스
지난 주에 저희는 미주 티쿤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의미심장한 사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컨퍼런스 동안과 임마누엘의 교회 Immanuel’s Church 주일 예배에서
아셰르 인트레이터와 폴 윌버는네 차례나 함께 사역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팀워크로 예배와 예언, 강의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역이었습니다.
미주 티쿤은 댄 저스터 Dan Juster 를 대표로 둔 20 여 개 메시아닉 공동체의
네트워크입니다. 이 컨퍼런스에는 아셰르와 폴의 사역 외에도 댄 저스터와 단
핀토 Don Finto 와 트로이 월리스 Troy Wallace 를 주 강사로 한 여러 세미나와
강의가 있었습니다. 리더들은 주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과 관련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 받았습니다. 여러 공동체들로 구성된 이 가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 운동 사이 긴밀한 관계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교회에서 저희 친구들은 메시아의 몸 안의 다양한 지체의 아름다움과
오늘날 전 세계 메시아의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메가 트렌드의 비전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힘을 얻고 회개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처음
예슈아를 주님으로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앞에 언급된 메시지를 CD 로 주문하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