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게 하기를 기뻐하심
-아셰르 인트레이터

성경의 한 심오한 말씀은 고난 당하는 종 메시아를 예언한 데서 발견됩니다:
이사야 53:10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기서 “상함을 받다”의 어근은  דכא이며, 다음 구절의 “상하다”와 같습니다.
이사야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하나님의 의로운 종의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을까요?
메시아의 영혼은 “속건 제물”이 되게 되어 있었고(10 절) “쏟아져 죽음에
이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12 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과정에서 질고를 겪으셨습니다.
그 분의 순전한 영혼은 우리 죄의 부정적인 성향과 배반, 미움을 빨아들이고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 영혼의 상함과 고통은 우리의 영혼이 용서와 정결을
입게 해주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영혼이 상함 받게 하셨습니다. 그
감성은 우리 때문에 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의 감정은 우리와의 접촉
때문에 상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의 “상함”과 “속건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신비입니다. 의로운 사람의
“상함”에는 구속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상하게 될 때에는

상하게 되는 것 말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도무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슈아께서는 당신께서 상하게 되실 때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셔야만
했습니다. 그 분께서는 당신의 고난이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현상을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
속에서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요한, 그 외 다른 많은 사람들.
상함 받은 영혼은 자존심과 정욕에서 자유롭습니다. 상함 받은 영혼은 완전히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상함 받은 영혼이 믿음과 사랑을 붙들
때 그 영혼을 통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면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학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그 결과가 훨씬
더 큰 유익이라는 것을 주께서 아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라고는 고통뿐일 때조차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위안이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것으로부터
어쨌든 더 큰 유익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상함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예슈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CBN 에서 말씀 나눔
-CBN 부대표 제이 코미스키

9 월 8 일과 9 일, 아셰르 부부는 버지니아 비치 Virginia Beach 에 위치한
CBN 에 게스트로 나와 진행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많은 지도자들과
만났습니다. 아셰르는 CBN 사원 채플에서 예슈아의 재림, 이스라엘 및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후 아셰르와 베티는 CBN
직원들과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CBN 의 비전은 세상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시키고 지상에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며 그 곳에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 왕국의 수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 메시지가 의미심장한 것은, 이스라엘과 메시아닉 남은 자들이
재림과 하나님의 왕국을 실질적인 사실이 되게 하는 데에 있어 “잃어버린
연결고리”였다는 점입니다. “관계에 연결되는 것”은 요한복음 17 장에 나오는
예수의 중보기도가 CBN 및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통해 일부분 응답되는
것입니다.
아셰르와 베티는 사적으로 고든 로버트슨 Gordon Robertson 회장과 마이클
리틀 Michael Little 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메시아 예수의 예루살렘 올리브 산 재림을 위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준비시키는 데에 함께 동역해 나가며, 거룩한 “관계”를 맺은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화요일에 아셰르는 CBN 뉴스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 18 분짜리 인터뷰를
확인해 보십시오:
http://www.cbn.com/cbnnews/insideisrael/2014/September/Is-the-WorldClose-to-Armageddon/

젊은 리더십의 등장
-에디 산토로
아하밭 예슈아의 1 차적 목표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젊은 차세대 리더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저희는 한동안 미래 리더십의 부르심과 그들을
제자교육하고 격려하는 부르심이 있는 많은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져왔습니다.
6 개월 전, 좀 더 적극적인 리더 역할을 맡고자 하는, 이 청년들 안에 커지고
있던 바람에 대응하여 그들은, 스스로 방향을 지시하며 자신들이 보기에
공동체 생활에 중요한 프로그램들을 세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그룹
모임을 시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라 Do it” 그룹이라고 별명을
붙였습니다.
6 개월이 지난 후, 이 그룹은 저희 공동체에 아주 실제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벌써 어린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발전시키는 위원회가
생겼습니다. 새롭게 전도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동체 내에 더 많은
소그룹들을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젊은이들 중 두 명은 벌써 집사로
임명되어, 최근 공동체의 리더십 팀에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점점 더 아하밭 예슈아에 대해 “주인정신”을 가지면서, 이 모든
가시적인 “열매”를 넘어 연합과 사랑과 흥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이 “하라” 그룹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아주 실질적인 면에서 미래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과정에 스스로를 내어주어야 하는, 큰 지혜와
인내가 필요한 모든 장년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유발의 포르투갈 일정
다음 주 (9 월 25 일 – 10 월 2 일)에 유발 Youval 은 포르투갈 리스본 Lisbon 에
가, 많은 시간 말씀을 가르치고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만날 것입니다. 유발의
가르침을 통해 포르투갈 신자들이 은혜를 받고 새로운 관계가 많이
형성되도록, 아들 요나답 Yonadav 과 함께 갈 유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속죄일 (욤 키푸르)
이번 해에도 야드 하쉬모나 Yad Hashmona 는 예루살렘 일대의 다섯
공동체가 속죄일(9 월 24-26 일)에 함께 모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교제하고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이 모임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