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실
-아셰르 인트레이터
인생은 긴 여행 혹은 경주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승선에서 우리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딱 한 가지를 듣고 싶을 뿐일 것입니다.
마 25:21 –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예슈아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것은, 그 분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는 “신실”이라는
뜻입니다.)
딤후 2:13 –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신실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써
하나님께 신실하게 됩니다.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들에게 삶 속에서 당신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는 긴 시간을 겪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실하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아니면 겉으로 드러난
축복이 없는 긴 시간을 겪어내는 것 말고는 신실을 키울 방법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실해야 합니까? – 줄곧 그래야 합니다.
계 2:10 –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는 아무 것도 제대로 되어가는 것
같지 않은 시간을 겪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계속 나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관계에 대해 신실할지 말아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고요? “신실하기 위해 신실해야”하냐고요? 맞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아무 것도 옳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누군가 보답으로 신실하게 될 미약한 가능성에 의존해,
심장까지 찔리셨고 죽기까지 피 흘리셨습니다.

롬 15:8 – 메시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선택 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의 아이러니 중 한 가지는 저희의 많은 죄가
성경에 기록되어 온 세상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기에 걸친 저희의
실패와 죄악, 배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해 신실하셨고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예슈아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유대인이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에 신실하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민족에 대해 신실하셨다면, 모든 이들에게 신실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에 대한 보답으로 신실합시다.

아우슈비츠를 방문한 반기문
-예디옽 아하로놑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이번 주에 이스라엘 라우 Israel Lau 랍비와 함께
아우슈비츠 Auschwitz 죽음의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전시물
중에서 수백만 명의 홀로코스트 희생자 “명부”를 보았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희생자의 추모비에 헌화하기 전에 “저는 크고 분명한 목소리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리라’ 선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진실이 UN 을 통하여 전파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티봍 랍비들
-로니 레주완 Roni Rejuwan, 코디 아쳐 Cody Archer

지난 주 이스라엘 남부의 네티봍 Netivot 이라는 도시에서는, 법원이 유명한 랍비
요람 아베르겔 Yoram Abergel 을 구금하기로 결정한 데에 이어, 수십 명의
주민이 타이어를 불태우며 도시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는 최근 시장 선거유세와

관련 강청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베르겔은 2,000 명의 추종자를 둔
카발리스트(신비주의)로 알려져 있으며, 강청액은 3,500 만 셰켈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베르겔은 또한 마피아 범죄 일가 돔라니 Domrani 를 통해 랍비 야아코브
아이베르간 Aibergan 일가에 협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아이베르간은 또
다른 부유한 카발리스트 랍비로, 치유 능력과 사람들의 속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고들 하여 “엑스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베르간은 다른 시장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아베르겔은 현 시장을 다시 선출하는 사람은 죄를 완전히 사함 받고 재정적
축복으로 보상받을 것이라고 공언했었다고 합니다. 아베르겔이 체포된 후 수백
명의 추종자들이 아이베르간의 집 밖에 모여 ‘우리는 그의 마술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저항 문구를 들고 시위했습니다.
정의가 시행되도록, 부패와 거짓 가르침이 드러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후쿠시마에서 탈코반까지—필리핀 참사
-아리엘 블루멘탈 Ariel Blumenthal

많은 이들이 2011 년 3 월의 칼럼에서 읽은, 일본에 있는 우리 형제이자 신실한
동역자인 “이카피 Ikapi”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과 글로벌 미션
센터의 신자들은 지진과 쓰나미, 방사능유출의 공포(여전히 계속되고 있는!)의
삼중 참사의 결과로 처참한 파괴와 인명 손실의 와중에 있는 후쿠시마에서
인내했습니다. 주님께 대한 위대한 간증이 그 땅에 굳건해졌습니다. 이번 주 초에
저는 그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저는 필리핀에 있고
탈코반 Talcoban 으로 가는 길입니다. 저희는 후쿠시마에서 했던 것처럼 그곳에
긴급구호 및 아웃리치 센터를 세울 것입니다.” 그는 저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필리핀 선교사 케빈 Kevin 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필리핀에서 특별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긴급히 재정적 선물을 보내도록 인도하시면
빌 Bill(penoli101@gmail.com)에게 연락 주십시오.

[지난 주 칼럼을 정정합니다. 압둘라 Abdullah 국왕 치하의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태풍의 타격을 입은 필리핀을 지원하기 위해 1,000 만 달러를 보냈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