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셰르 인트레이터

성경의 처음을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직후 하나님께서 땅으로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안 듣는 피조물을 찾으시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3:9 –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납니다 (눅 15:4).
인류와 접촉하기 위한 하나님의 찾으심을 이어가려 예슈아께서 지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10 –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당신을 찾도록 스스로를 숨기십니다 (행
17:27). 그러나 저는 점점 더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내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스스로의 이기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제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따라오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17 – … (오네시보로가)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사랑은 상대를 찾습니다. 사랑은 연결을 위해 장벽을 허뭅니다. 사랑은 사랑의
대상이 되는 존재를 찾으러 적극적으로 제자리를 떠나갑니다. 우리는 “접촉에
매진해야” 합니다. 사랑은 다른 사람이 연락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고,
그 사람을 찾을 때까지 부지런히 찾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연결되려는
노력에 저항하고 있을 동안에도 계속 찾아야 합니다.

터널 이야기

지난 몇 달 동안 가자 지구 하마스의 “테러 땅굴”은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만의 지하 터널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이 터널들은
무기를 옮기는 데에 사용되지 않고, 사람들을 옮기는 데에 — 예루살렘과
텔아비브 사이의 초고속 열차 체계의 일부로 28 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사용될 것입니다!
22 개월간의 공사로 초고속 열차 구간 중에서 가장 긴 터널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터널 구간은 메바세렡 찌온 Mevasseret Zion 과 나할 이틀라 Nahal Yitlah
사이 11.6 km 를 아우릅니다. 전구간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이 열차
시스템은 연간 4 백만 명의 승객을 운송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다른 대형 프로젝트는 유대 산지를 통과하여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교차
고속도로를 다리와 터널, 도로 확장 등으로 업그레이드할 것입니다. 새로운
철도와 고속도로망은 예루살렘과 텔아비브를 잇는 지역 경제에 혁신적인
영향을 낳게 될 것입니다.

움직이는 텔아비브
-베티 인트레이터

아셰르와 저는 두 자매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 에디, 재키 산토로
부부와 함께 섬기는 예루살렘의 아하밭 예슈아, 론과 엘라나 칸토르와 함께
섬기는 텔아비브의 팊에렡 예슈아. 팊에렡 예슈아에서는 이번 달에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

정통 유대교 “반메시아닉” 단체는 거의 매주 문간에서 신앙과 이
공동체에서 떠나도록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신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최근 전쟁 동안 공동체 모임 중 두 번, 기도와 찬양 중에,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이가 영접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폭격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

60 대의 사업가인 한 사브라(이스라엘 토박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이번 주에 딸(고학력의 물리학자)에게 그 이야기 하기를
주저했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나 딸이 (그의 믿음에 대해
알지도 못한 채) 그에게 전화를 해 “아빠, 이번 주에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꿈에 예슈아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라고
말했답니다.

-

미혼의 젊은 자매 중 한 명은 (역시 신자인) 자신의 사촌이 이번 주에
수영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사촌이 화장실에 갔다가

왔더니, 자신의 어린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영장 쪽으로 몸을
돌이키자마자 아이가 얼굴을 아래로 하고 물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물 속으로 다이빙하여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예슈아,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으며 아이를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아이는 물을
토해내고, 이내 숨 쉬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팀이 서둘러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들은 아기가 괜찮은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거식증으로 위독하다고 선고를 받은 한 젊은 여인이 저희 공동체를 몇
번 방문한 후에 와서 치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저희는 그녀에게
기름을 바르고 귀신들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동안 그녀는
처음으로 살고 싶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메시아닉 군인으로 최근 가자 전쟁에서 죽은 샤이 쿠쉬네르 Shai
Kushner 의 어머니가 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그녀의 딸이 저희
공동체의 지체입니다.) 기도 시간에 그녀에게 사랑과 긍휼이 엄청나게
부어졌습니다.

-

저희 공동체를 찾아오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고,
믿음에서 멀어졌었던 메시아닉 가정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새로운
물결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의 두 공동체에 대해 믿음과 기도, 재정에 있어
동역자로서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요시타카, 후쿠시마현 지사 출마!
-아리엘 블루멘탈

많은 분들이 일본 북동부 쓰나미 재해 보고 당시 저희의 형제요 동역자인
요시타카 이카라시 Yoshitaka Ikarashi (“이카피 Ikapi”)라는 이름을 기억할
것입니다. 다이-이치 Dai-Ichi 원자로에서부터 방사능 물질의 유출이 계속되어
그 지역 전체에 재앙이 되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이카피는 사실 인구
2 백만 명의 후쿠시마현 지사에 출마했습니다. 선거는 10 월 26 일에 있습니다.
그에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

성공적인 선거 운동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동역자, 많은
자원 봉사자들을 위해

-

그가 선거운동을 위해 매일 후쿠시마현 전역을 다니는 동안 그와
그의 가족(아내와 어린 세 자녀)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와 그의 메시지가 향하는 곳마다 후쿠시마와 일본에 대한 희망이 있게 될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일본을 변화시키는 한 부분이 될 것을
믿읍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