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찌르 청소년 캠프

저희는 이번 주 청소년 여름 캠프에 에이탄 쉬시코프 및 카찌르 팀 전체와 함께 하게
되어 기뻤습니다. 이 캠프는 일주일 동안 찬양, 기도, 성경 강의, 개인적 제자 훈련, 식사,
교제와 스포츠, 재미가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10 대 청소년 72 명이 참석했고, 섬기는
스탭은 20 여 명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진행된 이 캠프는 이스라엘 내의 많은
공동체를 섬깁니다. 금년의 강사들은 에이탄, 아셰르, 오데드 쇼샤니 Oded Shoshani,
마이크 니버 Mike Niebur 와 많은 청소년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 10 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적 결실과 후속 만남들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카찌르
캠프의 주요 후원자들 중 하나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헌금해 주시는 모든
동역자들께 감사 드립니다!! 저희가 계속 이 캠프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가자 전쟁

하마스가 휴전 제안을 거절한 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테러 기반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가자 지구에서 대대적인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자 지구에서
테러리스트들과 무기들, 진지들이 가장 집중되어 있는 한 곳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자국의 민간인들을 거리낌 없이 희생시키려 하는 하마스의 자살
심리를 다루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자살폭탄 테러범이 우리를 향해 오면 우리에겐
그를 죽이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에게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하마스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머물러 있으면서 “인간 방패”로 행동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우리는
세계 언론이 이스라엘에 적대적으로 나오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 자녀들이
죽게 할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승리로 여긴다!”입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알 시시 Al Sisi 이집트 대통령만이 이 분쟁을 안정시키는 “중립”
매개자인 것 같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이슬람 과격파와 테러리즘의 뿌리가 뽑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군의 주
-프랜시스 프랜지페인 Francis Frangipane

하나님 성품의 여러 측면들은 여호와 닛시 (“나의 깃발 되신 주”)라든가, 여호와 이레
(“나의 공급자 되신 주”)라든가, 여호와 라파 (“나의 치료자 되신 주”) 등과 같은
하나님의 복합 명칭들 속에서 드러납니다. 성경에서 약 30 번 정도, 주님께서는 기꺼이
당신의 종들의 인간적 필요를 채워주시려 영원한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 중 한 이름은 나머지 30 개의 명칭과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대략 290 번 나오는데, 다른 모든 계시를 합한 것의 10 배에 가깝습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 여호와 쩨바옷 “만군의 주” (만군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변화와 가족들, 도시들과 나라들을 위해 싸울 때, 우리가 전투 속에
따라가고 싶은 분은 만군의 주입니다. 여리고 평지에서 여호수아를 만나셨던 분도 (수
5:14),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 속으로 다윗을 이끄셨던 분도 (삼상 17:45) 만군의
주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천군의 총사령관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분께서는 우주의 주인,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의 주이시며,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 그 분을 따릅니다” (계
19:14).

만군의 여호와
-아셰르 인트레이터

성경은 하나님을 “전사”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출 15:3; 사 42:13). 예슈아께서는
선지서 (수 5:13)와, 신약 (계 19:11) 에서 영광스러운 재림 때 천군의 군대장관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그 분께로부터 임하는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시 46:2).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로 드러내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차원은 더 큰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날 이것을 이스라엘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같은
“지상의” 첨단 기술의 이점 외에도, 저희 민족 모두에게는,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똑같이 마음의 평안, 보호하심과 확신 같은 특별한 감정이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은혜가 이스라엘 정부와 군의 의로운 태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올려 드리는 거대한 기도 네트워크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가자를 위한 기도
-아리엘 블루멘탈

가자 (혹은 서안지구)의 극소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마스 정권 아래서 고초를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개의 링크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아랍 무슬림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복음에 대하여 마음을 쓰고 계신다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
물론 최소한의 살상으로 – 쓸어버리도록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마스와 그런 류의
모든 그룹들 (헤즈볼라, 알 까에다, 탈레반 등)은 “복음에 나쁜 소식”입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자유롭게 그 분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호의적인 평화로운 사회에 사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입니다 (딤전 2:1-7).

가자와 서안지구에 있는 저희의 아랍 사촌들과, 어디든 이슬람의 거짓말과 살인적인
지하드 추종자들의 영이 그들을 속박하고 있는 곳에 대하여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 저는 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제발!”
이 일은 바로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유대인 대 아랍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최근 뉴스에서 이집트와 사우디 아라비아 중에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한 것에 실제로 갈채를 보내는 모습의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시아파와 수니파가
서로를 대량 살상하는 분열된 무슬림 권에서 이런 제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음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우리는 하마스를 몰아내고 가자 지구 사람들을 위한 새
정권이 – 어쩌면 이스라엘과 파타, 이집트의 협력으로 – 들어서는 것을 볼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가 여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그리스도인 핍박
(http://www.examiner.com/article/persecution-of-christians-palestinian-authority)
가자 지구의 그리스도인들 (http://www.gatestoneinstitute.org/3181/gaza-christians)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든지 이스라엘을 악마화 하든지
(http://www.thecommentator.com/article/4238/persecuting_christians_or_demonising_
israel)
하마스, 그리스도인들의 무덤들을 훼손시키다
(http://www.cbn.com/cbnnews/insideisrael/2009/December/Rights-Group-HamasDesecrated-Christian-Gra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