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크 레카"
-아셰르 인트레이터
창세기 12 장부터 22 장까지 “레크 레카”라는 구절이 두 번 나옵니다. 한 번은 12 장
초반이고 또 한 번은 22 장 마지막입니다. “레크 레카”는 “너는 가라” 혹은 “가고
가다”라는 뜻이 되는 일종의 언어유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딘가로 가는
한 개인의 희생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첫 “신자”인 아브라함이 첫 명령을 받는 것인데, 그것은 그의 집과
가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주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창 12:1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당신께서 지으신 이
지구 위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하셨던 아담과 이브의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아브라함의 여정은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최초 명령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든 당사자에게 있어 최고의 희생입니다.
창 22:2
(너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두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특별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 두 사건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 중요한 두 기초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은 대속제물에 의한 구속의 언약적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사건의
법적인 전례가 되었습니다. 예슈아를 통해, 아담과 이브의 죄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류의 죄가 용서 받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이 지구에 대한 스스로의 권세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슈아께서는 이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사탄한테서 다시

찾아오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인류에게 다시 돌려주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삭을 묶은 것이 예슈아의 희생에 대한 언약적 기초를 놓은 것이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한 것은 예슈아께서 다시 오셔서 온 지구를 다시
차지하사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것에 대해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의 “레크 레카”가 있었던 것처럼, 예슈아께도 두 번의 “레크 레카”가 있습니다. 한
번은 죄 사함을 위한 “레크 레카” 였고, 또 한 번은 이 지구를 다시 차지하기 위한 “레크
레카”입니다.

전체적인 이야기
-마티 쇼샤니 Mati Shoshani
예루살렘 정의 기구는 에피페오 스튜디오 Epipheo Studios 와 협력하여, 종종 세계
언론에 의해 잘못 전달되는, 이스라엘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설명하는 “전체적인
이야기 프로젝트 the whole story project”라는 제목의 4 개의 짧은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정의 기구는 수 년 동안 중동 내의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와 보고서
발간을 해오고 있습니다. 조사된 것 중 일부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정권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국제 사회를 각성시키려, 이 짧은 영상들에 담았습니다.
이 영상들은 이스라엘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문제들 중 몇 가지를 다룰 것입니다:


이스라엘 보안 장벽에 대한 설명



UN 내의 인종차별주의: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서로 다른 인권
판단 기준



팔레스타인 정권으로 들어가고 있는 서방의 자금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귀환 권리와 흡수합병 권리의 비교

모금된 분량에 따라 앞서 언급된 영상 제작에 바로 들어갑니다. 몇 장면과 영상 제작에
관한 설명을 미리 보시려면 아래 링크에서 보십시오:
http://www.youtube.com/watch?v=j7Mupoo1At8

http://www.youtube.com/watch?v=GdtGOY8T5XE
http://igg.me/at/thewholestoryproject/x/4758766

이집트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 주에 이집트에 대한 자금지원 보류 중단을 미국에 촉구했습니다.
이집트 새 정부가 민간 및 사회 기관 재건과 이슬람 과격파들에 의한 피해 이후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무슬림 형제단을 전
정권에서 축출하는 일에 있어서, 시시 Sisi 장군이 이끄는 군부가 국민을 대신하여
행동했습니다. 이것은 가능한 가장 “민주적인” 행동이었지만, 민주주의에 있어 종교의
자유와 교육의 자유를 수호하는 것이 일회적인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서방세계로부터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회 안에 진정한 개혁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베잍 셰메쉬
베잍 셰메쉬 Beit Shemesh 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남서쪽 25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수만 극정통 유대교인들이 이 도시로 이사했고
지금은 아주 엄격하고 다소 이단적인 규율을 부과하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
선거에서 투표용지 위조가 있었다는 비난이 있는 가운데, 극정통 유대교인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데모와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가 이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존경과 추모를 담아
우리의 사랑하는 카티야 모리슨 Katya Morrison 자매가 10 월 31 일 목요일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하이파 Haifa 에서 진행된 그녀의 장례식에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30 년 넘게 미국 볼티모어 Baltimore
로쉬 피나 Rosh Pina 메시아닉 공동체와 이스라엘 크라욭 Krayot 에 위치한
오할레이 라하밈 Ohalei Rachamim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섬겼습니다. 저희는
믿음의 선구자요 “어머니”인 그녀가 이제부터 하늘의 상급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 한 명의 귀한 파멜라 스테드 Pamela Stead 자매도 10 월 10 일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파멜라 자매도 캔사스 시티 Kansas City 국제기도의 집 IHOP 의 이스라엘

맨데이트 Israel Mandate 의 초창기 중보자이자 충성스러운 기도 용사 중 한
명으로서, 이스라엘에서 오시는 분들을 자주 대접하고 사랑 가운데 항상 저희 편이
되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녀 역시 “잘 하였다 충성된 종아”하시며 주시는
상급을 받고 계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