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드 하쉬모나를 놓고 벌이는 전투

1 세기에 성경적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핍박과 옥에 갇힘, 돌 맞음, 심지어
죽음에 직면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 성경적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괴롭힘과 따돌림, 법정 소송을 당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야드 하쉬모나 (메시아닉 유대인 마을)가 어떻게 성경적 진리의 편에
섰다가 폐업을 강요당했는지, 그 독특한 현대사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요한복음 17 장과 바벨탑
-아셰르 인트레이터
에클레시아(전세계 교회)의 연합을 위한 예슈아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심도 있게 계시해 줍니다.
요한복음 17:21-23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
예슈아께서는 단지 우리 모두가 연합되도록만 아니라, 그러한 연합 가운데
영광과 능력과 권세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는
바벨탑의 “저주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바벨탑은 인류가 가진 악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7 장은
인류가 가진 무한한 긍정의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예슈아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 지고 하늘 아버지와, 또 서로와 연합되면 불가능할 것이 전혀
없을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의도하신
이러한 충만한 분량의 숙명 가운데 행하도록 합시다.

아랍인이 만든 유대인을 옹호하는 영상

우리의 귀한 친구요 이전에 무슬림이었던 한 팔레스타인 사람이 아랍 기독
방송 진행자와 함께 놀라운 비디오를 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보안 상
밝힐 수 없습니다.)
아래는 발췌한 내용 일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1,200 만 명의 유대인들 중 184 명이 여러 분야에서
노벨상을 탔습니다.
무슬림들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단지
9 명뿐입니다. 1,200 만 명의 유대인들이 184 개의 노벨상을 탄 것에 비해
14 억 명의 무슬림은 9 개를 탔습니다. 그리고 이들 9 명 중 2 명은 주류
이슬람에서는 무슬림으로 여겨지지 않는 이들입니다 (나지브
마흐푸트 Najib Mahput 와 아베드 아쌀람 Abed A-salam) . 그러니까
노벨상 수상자는 9 명에서 2 명 뺀 7 명입니다.
코란에 따르면 “인류에 보내진 최고의 민족”은 7 개의 노벨상을 탄 반면,
“원숭이와 돼지의 자손”(5:60)이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184 개를 탔습니다.
유대인들이 만든 제품
여러분도 보이콧하고 싶으십니까? 아래 제품의 이름을 적으십시오.
리바이 스트라우스 Levi Strauss 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은 1873 년에
“청바지 jean”를 발명했습니다.

립스틱은 1915 년에 모리스 레비 Maurice Levy 라는 유대인이
발명했습니다.
볼펜은 1938 년에 라슬로 비로 Laslo Biro 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이
발명했습니다. 유대인이 발명했다고 모든 잉크펜을 보이콧하시렵니까?
즉석 사진 (폴라로이드 카메라) 역시 에드윈 허버트 Edwin Herbert 라는
유대인의 1947 년 발명품입니다.
리모컨은 1950 년 로버트 아들러 Robert Adler 라는 유대인이 발명했습니다.
심장박동 조율기는 1952 년부터 유대인의 발명품입니다. 심장병이 있는
모든 이슬람 지도자와 무슬림은 심장박동 조율기 이식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비디오 테이프는 챨스 긴스버그 Charles Ginsberg 라는 유대인의 1950 년
발명품입니다. 그런데 왜 코란을 비디오 테이프에 녹화하십니까?
레이저 빔은 고든 고울드 Gordon Gould 라는 유대인의 1958 년
발명품입니다. 병원 수술실을 포함하여 오늘날 레이저가 사용되는 모든
용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공허한 슬로건
저는 유대인들을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슬람
지도자들은 무슬림들에게 거짓말과 공허한 슬로건을 팔아 그들에게
보이콧을 조장하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무슬림 사회가 전적으로 서구,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이 발명한 제품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씁쓸한 진실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아랍어(히브리어 자막)로 된 9 분 분량의 이 놀라운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 영상이 유대인 시청자들과 아랍인 시청자들 모두에게 “입소문” 나도록,
그리고 제작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국 대학교 내의 반이스라엘 정서에 맞서
-마티 쇼샤니 Mati Shoshani – 예루살렘 정의기구 실무총책임자

저희(예루살렘 정의기구)는 최근 샌프란시스코 베이 San Francisco
Bay 지역의 캠퍼스들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인권 주간”이라는 일련의 행사를
마쳤습니다. 버클리 Berkeley, 데이비스 Davis, 산 호세 San Jose 대학교들에서
열린 이 행사는 반이스라엘 정서를 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캠퍼스 내에
학문적 담론을 확산시키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2 년 동안 예루살렘 정의 기구는 이스라엘 지역의 인권에 관한 세 편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들은 수천 시간의 조사와 수많은 인터뷰의
결과물입니다. 이 주제에 대한 “숙제”를 끝내고 나니 저희는 권위자와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었고, 이들 캠퍼스에 만연된 왜곡된 이야기를 조금씩
벗겨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사건들과 관련된 토론의 대부분이 학문적 환경에서조차 피상적이며
일방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이
자라게 했고, 이는 상당한 수가 BDS(반이스라엘 보이콧, 투자철회, 경제제재)
캠페인을 따르는 모습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정의기구 설립자 칼렙 마이어즈의 발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동맹
금년 행사에서 저희와 주요하게 동역한 것은 미국내 흑인 기독 공동체의
조류를 바꾸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흑인 이스라엘 연대 연구소 Institute for
Black Solidarity with Israel’ 설립자 더미서니 워싱턴 Dumisani
Washington 이었습니다. 흑인 민권운동을 이스라엘 지역 인권에 대한 저희의
사실적 논의 촉구와 연계시키는 더미서니의 능력은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독특한 메시지로 강한 인상을 주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저희의 독특한 접근법을 이스라엘 언론들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주에 저희는 이스라엘 주요 신문과 몇몇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과 웹사이트에 특종으로 다뤄졌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까지
받은 것 중에서 한번에 여러 언론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례라는 것을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 저희 지역의 인권 신장을 위한 기도, 특히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하여, 미국 캠퍼스들이 사실에 근거한 균형 잡힌 접근법을 추구하도록 하는
기도 가운데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 싶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