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노라
-아셰르 인트레이터

성경에서 메노라 곧 촛대에 대한 내용은 3 차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 예언서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등장합니다. 모세는 일곱 가지로
된 금 촛대를 만들어 장막의 지성소에 두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출 25:31-40).
제사장들이 촛대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었는데 메노라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한 가르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카비 가문이 재봉헌하고 하누카를 기념한 것으로 여겨지는
촛대입니다. 하누카에 쓰이는 촛대는 히브리어로 하누키야라고 합니다. 아홉
개의 촛대가 밝혀집니다 (8 일 동안 하나씩 켜며 아홉 개 중 하나는 다른
촛대를 켜는데 사용됨). 이 촛대는 장막에 두었던 메노라의 모형은 아니지만,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촛대가 메노라의 상징으로 되었습니다.
두 번째 차원으로는 스가랴 선지자가 신비로운 메노라의 환상을 보게 되는데,
메노라 양 옆으로 두 감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시온과 성전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슥 4:110). 이 환상은 현대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과 인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차원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영화된
예슈아께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 혹은 공동체를 상징하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을 보는 장면입니다(계 1:12, 20). 여기에서 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국제적인 에클레시아를 이루는 모든 형태와 흐름의 상징입니다.
모세의 촛대가 유대교의 전통으로 나타나듯이, 스가랴의 예언적 환상은 현대
시온주의로 나타나고 요한의 환상은 모든 족속, 방언,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되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아하밭 예슈아 공동체

-에디 산토로 & 재키 산토로
지난 주 저희는 처음으로 공동체 구성원 회의를 가졌는데 90 명이 넘게
참석했습니다. 리더들 전체가 합력해서 저희 공동체의 핵심가치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보여주고, 공동체 구성원이 되는 것의 의미와 한해 계획,
그리고 작년 예산 보고 등을 하고 식사 후에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회의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공동체는 매우 잘 나아가고 있으며,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살아있고 활기 찬 지역 공동체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
-아비람 엘다르 Aviram Eldar
최근 아라드 공동체의 메시아닉 리더인 요야킴 Yo-Yakim 과 브엘 셰바의
정통파 샤스당 부대표, 오페르 카라디 Opher Caradi 가 이스라엘 남부의
라디오 방송에서 함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 중에 요야킴이 “메시아닉
유대인이란 예슈아가 메시아라고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대답했는데 바로
그때, 카라디가 분노하며 예슈아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 반발하면서 방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자가 그에게 여러 차례 진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요야킴은 그럼에도 상대에 대해 친절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진행자는 요야킴에 대해 호의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요야킴은 더 많은 시간 동안 자신의 신앙을 변호할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스스로 예슈아에 대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심판 앞에 누구도 의로울 수 없다
-로니 레주완 Roni Rejuwan
인류는 하나님 앞에 진퇴양난으로 살아갑니다. 일생 동안 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윗 왕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시 143:2).” 이 구절은 우리 스스로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음을
말해주는 히브리 성경 가운데 최고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슈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IMJA
-폴 윌버

지난 봄에 저는 국제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International Messianic Jewish
Alliance)의 대표직을 새로 위임 받게 되었습니다. IMJA 는 20 개 이상의
나라들 가운데 뿌리내려 열매 맺고 있는 안정된 사역단체입니다. 제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는 IMJA 가 국제적인 연합을 돕는 도구로 섬기고, 이 단체가
메시아의 몸 된 공동체의 연합을 위한 목소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셰르와 저는 30 년 넘게 가까운 친구로 교제해 왔습니다.
저희는 최근에 이스라엘 지부 대표인 하난 루카츠 Lukats 와 함께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지부에서는 아셰르도 조직 위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있을 상호 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국제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과 이스라엘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이 모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댄과 아냐

최근 저희는 댄 Dan 과 아냐 Anja 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냐는 7 년 동안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번역 일을 담당해왔고 유럽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댄은 신학 학사 학위를 가진, 이스라엘 공인
관광 가이드입니다. 75 명 정도의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예식 가운데 기쁨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합니다.
댄과 아냐를 통해 예슈아의 빛이 계속해서 비취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