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슈아의 영혼
-아셰르 인트레이터

이사야 53 장에는 고난 당하는 종의 “영혼 soul”을 세 번 언급합니다. (이 장의 시구는 그 심오한
메시지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10 절 – "여호와께서 …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예슈아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고소하며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그것은 마치 언쟁을 하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예슈아께서
끼어드셔서 양쪽의 비난을 짊어지심으로, 그 두 사람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11 절 –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

예슈아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이것은 어렵고 진이 빠지는
일이었습니다. 잠도 거르고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하셨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당신의
영혼으로부터 큰 노고를 내어 놓으셨는데 그것은 종종 부질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약속은 그 분의 모든 노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시적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던,
당신의 수고의 결과를 주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12 절 – "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예슈아께서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영혼을 쏟으셨습니다. 이 구절은 정의를 요구하는, “눈은 눈으로,
생명 soul 은 생명 soul 으로” (출 21:23-24) 라는 토라의 문구와 유사합니다. 우리를 위한 대속을
이루는 것은 그분의 피 자체가 아니라 피 속에 깃든 그 분의 영혼(생명)입니다 (레 17:11).
주님께서는 생명과 영혼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 13:1; 15:13).
때때로 우리는 예슈아의 영혼의 실체를 완전히 인지하지 못합니다. 예슈아께는 생각과 감정,
욕구와 기대가 있었으며, 친히 사람의 모든 스트레스와 유혹을 경험하셨습니다 (마 26:37-38; 눅
4:2; 요 11:33-38; 12:27).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모든 영혼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시금 영혼을 드려 예슈아를 섬깁시다.

잊을 수 있을까?
-아리엘 블루멘탈

하나님께서 그냥 용서하신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한 대속에 대한 그분의 약속에는 이 놀라운
사실이 담겨있습니다. 예슈아 안에서,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잊어버리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렘 31:34)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는 이들을 일컬어 “새로운 피조물” (고후 5:17)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조주께서 이제 과거의 죄 보따리가 없는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는, 우리가 2 차 세계대전(1945-2015) 종전 후 가까워져 가고 있는 성경적
시간대의 70 년이라는 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전쟁 시대의 상처와 기억들이 아직도
나라들 — 특히 이스라엘과 독일, 그리고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 — 사이의 관계에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용서하고 잊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나라들과 민족들이
과거라는 토대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토대에서 미래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시는 때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매년 이스라엘에서는 홀로코스트 기념일에 (금년에는 4 월 28 일) 저희 국민들은 선포합니다:
“결코 용서하지 말고, 결코 잊지 말라!” 현대 중국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미움과 용서치 않음은
교육 제도와 국민적 정체성의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새 언약의 유대인과 중국인들은 용기 있게
일어나되, 나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용서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기억할 작정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심판의 섭리 속에 약 70 년이 지나면 피해국 측의 용서치 않는 죄는 원래
침략국이 피해국에 저질렀던 죄보다 더 큰 죄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유대인과 중국인들은
독일과 일본의 죄를 용서하고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시 103:12) 멀리 치워버릴 수 있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방 — 동과 서 모두 — 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근본적 가치의 붕괴
-로니 레주완 Roni Rejuwan

이스라엘 국민들은 최근 모든 영역에서 도덕적, 영적 가치가 무너지는 일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상황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보통의 시민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충격을 받고 어리둥절해 합니다.
그 중 네 가지 특정 영역이 두드러집니다:

1. 정부의 부패 – 이번 주에 에후드 올메르트 Ehud Olmert 전 총리가 뇌물수수와 부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른 저명한 정부 및 사업가 지도자들도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것은 이 사회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2. 성적 범죄 – 12 살에서 15 살 밖에 안된 어린 소녀들을 매춘하기 위해 집단 성폭행하고
호객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의 양심은 성도착과 포르노와
매춘으로 비뚤어졌습니다.
3. 이슬람 권의 폭력 – 주위의 많은 무슬림 국가에 이해할 수 없는 폭력이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무슬림들에 의해 살해되었고, 시아파
무슬림과 수니파 무슬림들은 대놓고 서로수천 명씩 죽이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의 파괴를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4. 종교적 위선 – 수십 만 명의 극정통파 유대교인들(하레딤)은, 다른 모든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군복무 및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나누어지기를 거부하며,
이스라엘 정부에 대하여 계속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본적인 믿음의 문제에 대해 혼란의 파도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건들로 인해 중동 사람들이 —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유대인이든 아랍인이든
모두 — 새로운 해답과 진정한 믿음, 참된 가치를 구하며 외치게 되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 도덕적 격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 구원이 될 것을 믿읍시다.

율법과 은혜

이 메시지에서 아셰르는 모세 5 경과 선지서, 신약의 원래의 의미 회복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설교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