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가 무엇인가?
-아셰르 인트레이터

오늘날 세상에는 소위 “진리”에 관한 충돌이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 서셨을
때, 예슈아께서는 진리시요 진리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나셨다고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슈아께 했던 마지막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요 18:38
진리가 무엇인가?
예슈아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었을까요? 성육신하신 진리가 친히 빌라도 앞에 서
계셨습니다. 그 분의 임재 자체가 바로 빌라도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합리적이거나 철학적인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예슈아의 진리는 개인적이고 도덕적인 것이었습니다.
진리는 세 가지 원천으로부터 비롯됩니다.
1. 예슈아 (요 14:6)
2. 하나님의 영 (요 14:17).
3. 하나님의 말씀 (요 17:17).
진리는 도덕적인 특성을 포함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리는 정신적으로 인정되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하여 따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롬 2:8, 갈 3:1, 5:7). 진짜 진리는 영적이고 우리의 삶을 극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 12:15).
진리는 대부분의 논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 59:14-15). 변태적인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대안”으로 일컬어집니다. 이슬람 지하드의 거짓말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테러 집단은 자유 투사로 묘사하는 반면,
이스라엘에는 전쟁 범죄 혐의를 씌웁니다. 온갖 종류의 괴상한 이단과 철학은
타당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광신 근본주의자들로
묘사합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합니다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사 5:20).
하지만 진리는 여전히 진리이고 어떤 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고후
13:8). 우리는 진리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딤후 2:10)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기둥과 터”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딤전 3:15).

“승리”라는 거짓말
-에디 산토로

화요일 저녁 7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엄청난 로켓이 일제히 이스라엘에
퍼부어졌습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무기한 휴전에 합의함으로 50일
동안의 Protective Edge 작전은 끝이 나는 듯 했습니다.
하마스의 지도자들이 거의 두 달 가까이 숨어 있었던 땅굴에서 기어 나와
“승리”를 선포했을 때는 휴전 협정서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승리”의 비극적인 실상들에 압도됐어야 했습니다. 2,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희생되었고 10,0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전에는 번창하던
동네가 폭격으로 내려앉아 폐허가 되었습니다. 15,000개 이상의 건물들이
파괴되거나 심하게 손상되었고, 전기와 물, 그리고 수도 등의 사회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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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엄청난 테러 공격을 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만든 비밀 터널 장비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군비는 거의 다
사라졌고, 사람들을 통치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이 지도자들은 이제 심각한
인도적 참사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떤 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도, 죽음도, 엄청난 파괴도.
문제는 이것이 다시 한번 공표되고 인정되어야 했던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시하기 위해 패배한 사람들을 폐허 한가운데 모이게
하고는 이스라엘을 향해 “승리”를 선언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들의 정치 전선은 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마스가 요구했던 것들이
부응될 것이라고 오만하게 자랑해 왔지만 그들의 원래 요구들은 모두 마지막
휴전 협정에서 묵살되었습니다. 항구나 공항은 없을 것입니다. 포로들도
석방되지 않았고 노동자들을 위해 필요한 자금도 조달되지 않을 것이며
이스라엘 주변의 완충 지대도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자선단체와 재건축
물량을 제외한 모든 것에 대한 봉쇄도 계속 시행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측의 실상은 얼마나 다른지 보십시오.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항복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50일 동안 이스라엘로
발포된 5,000여 발의 로켓포와 박격포에도 최소의 피해만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허세를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았으며, 다만 다가오는 전투에
대비하였습니다. 아이언 돔은 마을에 엄청난 손상을 초래할 수 있었던 700개
이상의 로켓을 잡아냈습니다. 이스라엘 국민들은 대피소도 있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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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합니다. 비록 63명의 이스라엘 군인들과 7명의 시민들이 비극적으로
희생되었지만, 이 테러 집단을 파멸하기 위해 치러야 했던 피할 수 없는
값비싼 대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Protective Edge 작전이 하마스를 10년
후퇴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50일 간 초자연적으로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계속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내일도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브리짙 가브리엘

지난 주말에 예디옽 아하로놑 Yediot Aharonot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히브리어 신문)은 브리짙 가브리엘 Brigitte Gabriel 의 커다란 컬러
사진과 함께 두 장짜리 특집을 실었습니다. 미국의 온건파 무슬림 법학도에게
대답한 그녀의 인기 동영상(조회수 백만 건 이상)에 대해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동영상에서 브리짙은 세계의 12 억 무슬림 중에 단지 15%만이 극단주의자라
할지라도 그 수는 180 만 명에 달하며, 그들은 서구 문명의 파괴와 다른
신앙을 지향하는 사람들의 살인에 열을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평화로운 대다수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건을 추진해 나아가는 것은 바로
극단주의자들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려면 이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https://www.youtube.com/watch?v=Ry3NzkAOo3s

아셰르와 베티의 미국 사역 일정

아셰르는 9 월 4 일부터 14 일까지 미국에 있을 예정입니다.
9 월 5 일 (금) 7:30pm - 플로리다 주 잭슨빌 Jacksonville 에 있는 Celebration
Church 에서 폴 윌버 Paul Wilbur 와 함께 하는 Rosh Hashanah First
Fridays 가 있습니다. www.wilburmimistries.com/first-fridays

9 월 7 일 10am- 플로리다 주 폰테 베드라 비치 Ponte Vedra Beach 소재의
Christ the Redeemer Church www.christtheredeemer.tv
9 월 8 일(월)-9 일(화)- 버지니아 비치 Virginia Beach 에 위치한 CBN
9 월 13 일(토) 10:15am 메릴랜드 주 프레드맄 Frederick 소재의 엘 샤다이
공동체 El Shaddai Congregation
www.escfrederick.com
9 월 14 일 (일)- 8:30 am 와 11:00 am- 메릴랜드 주 실버 스프링 Silver
Spring 에 위치한 Immanuel’s Church
하나님 왕국의 전진과 많은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