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나 원망 없이?
아셰르 인트레이터

수년 동안 저는 신약성경이 정말로 유대적인 책이라고 가르쳐왔습니다. 아마 이 구
절만 빼고 그럴 것입니다:

빌립보서 2:14 –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다소의 랍비 사울은 진심으로 한 말이었을까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논쟁은 이곳 이
스라엘에서는 사실상 국민 스포츠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원망하는 것은 수천 년
동안 발전되어온 유대 문화이자 유산의 일부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
습니다(거듭거듭).

어쩌면 이 신학적 곤경에 대한 해결책은 사울(바울)이 이방인에게 이 글을 쓰고 있
다는 점일 것입니다. 네, (우리가 아니라) 그들은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
도록 기대되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과 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백인과 흑인, 연
장자와 젊은이를 포함하여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핑계거리가 없습
니다. 보아 하니 빌립보 사람들 역시 이 특별한 성격적 특성에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바울이 왜 그들에게 이것에 대해 썼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에 써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그럴 만했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
다: "주님,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은혜와 감사로 할 수 있도록 도우

소서. 아멘."

유대인의 테러
케이티 스미스, 마오즈 이스라엘 미니스트리즈

이스라엘에서 이번 주는 ‘유대인의 테러’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는 슬픈 한 주였습니
다.

목요일 오후 예루살렘의 연례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 동안 여섯 명이 칼에 찔렸습
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16세 소녀로 중상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일요일에 죽었습
니다. 자객은, 십년 전에도 게이 프라이드 퍼레이드에서 한 사람을 칼로 찔러 유죄
선고를 받고 수감생활을 한 후 막 출소한, 극정통 유대교 극단주의자 이샤이 슐리
쎌입니다.

금요일에는 서안지구 두마라는 마을에서 집 두 채가 방화되어, 18개월 된 아기가
죽고, 네 살 된 그 형과 부모님은 중상입니다. 그 집들 외벽에는 스프레이 페인트로
“메시아 그 왕”, “복수”라고 쓰여 있었는데요, 이는 “프라이스 택”이라는 단체에 소

속된 유대인 극단주의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항의 및 이 두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네타냐후 수상과 다른 정부 공직자들은 이 공격을 비난하며, 그 테러리
스트들을 처벌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유대교의 여러 분파의 이스라엘인 랍비들조차
이 비이성적인 살인을 비난했습니다. 서안지구의 유대인 정착촌 정착민들과 무슬
림들은, 나란히 평화롭게 살고자하는 소망을 부여잡고, 특별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
니다.

두마에서의 테러 행위 이후, 팔레스타인인들이 유대인 민간인과 군인들을 상대로
몇 차례 테러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일요일 밤새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로 두 대의
로켓포가 발사되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과 언론은 그 아이의 살해에 대해 저희
정부가 책임이 있다고 간주하며 이스라엘에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마흐무드 압바스
는, 이스라엘에 대해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 유죄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며, 헤
이그 국제형사재판소에 탄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대인 난민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말미암아 150만 명이 집을 잃었고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
니다. 주이스라엘 우크라이나대사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전쟁 때문에 이스

라엘에 9만5천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와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합니다.

많은 우크라이나 유대인 난민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법적 지위를 얻지
못했기에, 아주 어려운 형편에 처해있습니다. 그들은 일할 수도, 건강보험이나 복지
혜택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샤베이 찌온(시온으로의 귀환)에 있는 저희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식료품을 나눠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천 개가 넘는 식료품 꾸러미를 제공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새로 온 이민자들에게 투어를 시켜주기도 합니다. 한 팀의 믿
는 가이드들과 함께 일곱 번의 여행을 진행하여 약 330명의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이 투어는 이스라엘 땅의 중요성과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돌아와야 하는 중요성을
드러내줍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목적의식을 심어주고 어려운 이민절차를 견디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약 500명의 사람들이 그들의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한
번도 토라 두루마리를 본 적도, 유대인의 기도를 들어본 적도, 히브리어로든 러시
아어로든 신약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시온으로의 귀환(샤베이 찌온)은 가
전제품, 침구, 다른 필요 물품들을 위한 배급창고도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일주일에
두 번 열리고, 매달 수백 명의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들은 10월에 알파-복음전도
과정을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6장은 주님께서 “어부들”이나 “포수들”의 손을 통해 그분의 백성을 그분
의 땅으로 귀환시키실 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베이 찌온 회중은 위대하고
긴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때에 그들을 후원하는 일에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헌금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http://www.tikkunministries.org/donations.php
*중요*: “분야” 선택란에서 샤베이 찌온(시온으로의 귀환)을 선택하신 다음, 아래 네
모칸에서 “하이파/상부 나사렛 수프 키친”을 선택하십시오.

고난당하라고 부름 받다

이 메시지에서 론 칸토르는 믿는 이들의 고난당하라는 부름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그 자신의 경험을 나눕니다. 우리 육신의 죽음은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
람들에게 열매와 영적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부
르심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https://youtu.be/qN3rwfwAbow?list=PLrQIjPM4N0r3DH-F7u6DW4oiR4SNs1CMe

아글로우 글로벌 컨퍼런스

저희는 이번 11월 미국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리는 아글로우 인터내셔
널 (http://aglow.org/) 글로벌 컨퍼런스에 아셰르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을 초청합
니다. 아셰르는 이 컨퍼런스의 주강사 중 한 명입니다. 전 세계 크리스천 지도자들
과 아울러, 전에는 무슬림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이인 그의 친구 아룬 이
브리힘이 그와 함께 합니다. 이 컨퍼런스는 아주 강력한 축하와 지식 나눔의 시간
이 될 것입니다! 오늘 등록하십시오! (http://aglow.org/get-involved/events/global-conf
erence-2015)

특별 기도 부탁

- 아하밧 예슈아 회중 목사인 우리 귀한 에디 산토로 형제님에게 두뇌 병소 및 생
장이 있는데 치유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번 주에 개흉수술을 받은 이스라엘인 전도자 야곱 담카니 형제님의 치유를 위
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 이스라엘 예산안 승인뿐만 아니라 이란 및 경제제재에 관한 작금의 논의에 있어
네타냐후 수상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지난 주 아셰르의 미국 사역(다음 주 보고 예정)에서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
시오.
- 티쿤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즈 이사회에 인도하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