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위기
유발 야나이

요즘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 위기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시리아와 동 지역으로부터 탈출한 난민들로 압도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탈출
한, 심지어 도중에 죽기도 하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가슴 죄는 모습들이 있습
니다. 언론이 이런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돕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비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위기의 진짜 원인―과격파 이슬람―은 대체로 간과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무슬림 난민들이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그 외 다른 이웃 무슬림 국가들
에서 피난처를 찾지 않고, 오히려 목숨을 걸고 유럽으로의 위험한 긴 여정을 택하
려 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헌신된 과격파 무슬림들 손에서 견
뎌 온 폭력, 학대, 고문, 살해를 피해 달아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 무슬
림 국가에서는 동정을 기대할 수 없고, 오히려 어떤 이들이 이들 나라의 국경을 넘
다가 총격을 당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인 금년에 독일정부가 오는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돕기
로 결정한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난민 전도

잭 사라,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

중동에 소란과 어려움들이 거대하게 드리우면서 세상에 조류가 바뀌고 있습니다.
시리아, 이라크, 수단, 리비아를 탈출하여 유럽으로 피해 간 사람들 중에는 크리스
천들도 있지만 대부분이 무슬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삶을
바꾸는 일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몇몇 전략적 동역자들과 함께 유럽에 있는 아랍인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온전하게 구비시키고 용기를 북돋우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난여
름 저희는 두 번의 지도자 훈련 컨퍼런스를 열었는데요, 100명이 넘는 이란 지도자
들 외에도,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에는 100명이 넘는 아랍인 지도자들이,
독일에서는 150명이 넘는 지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저희는 한 인도네시아 교회와, 베들레헴 바이블 칼리지, 전도 연맹(Evangelical Allia
nce)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저희는 유럽에 있는 아랍
인 교회들을 계속해서 강력히 세우고 싶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
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 3:8

저희는 앞으로 있을 사역에 대해 준비시키기 위해 2016년에도 유럽에 있는 목사들

과 젊은 지도자들을 위한 또 다른 일련의 컨퍼런스를 여는 것을 고려중에 있습니다
. 저희는 유럽에 있는 아랍인들과 중동에서 온 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동영상: 경외의 열흘

이번 일요일 나팔절을 시작으로, 그 다음 속죄일까지의 열흘은 경외의 열흘입니다.
집과 회중에서 축하하는 외에도, 우리는 헌신과 기도와 금식의 특별한 시간에 우리
와 함께 하도록 전 세계 친구들을 청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회중은 9월 17
일 목요일 중보기도회에 함께 모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욤 키푸르에도 저희의 제5
회 연례 금식 성회로 다시 모일 것입니다.

저희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온 중동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시작된 이상한 먼
지와 모래 폭풍에 뒤덮였습니다. 저희는 강한 영적 전쟁의 와중에 있으며, 여러분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셰르가 지금과 같은 때의 예언적 의미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한 아랍 크리스천
제자(보안상의 이유로 얼굴과 목소리는 변조했습니다)와 함께 현재의 영적 위기에
대해 기도하는 동영상입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의로운 해결책이 있도록, 과격파 이슬
람이 드러나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가 있도록, 난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새로

운 부흥의 물결이 있도록 기도합시다. 여기로 연결하십시오! https://youtu.be/VRCns
_HgoBE

"티쿤"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교회 둘 다의 회복을 위해 함께 동역하는 사역들
과 친구들의 한 가족인 티쿤 인터내셔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티쿤”이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3:21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에 나오는 회복이라
는 히브리 단어이자, 티쿤 하올람이라고 불리는 구속이라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개
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된 비전은 원래의 사도적 위임을 회복하고 완수하여, 예슈아의 재림과
지상에 메시아 왕국 수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고 충성된 언약적 관계, 사도적/선지자적 리더십 팀, 이스라엘 땅과
전 세계 메시아의 남은 자들을 후원하는 것을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자문위원회는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에 이 사역에 협력하기 시작
한 댄 저스터, 에이탄 쉬시코프, 데이빗 루돌프, 폴 윌버, 아셰르 인트레이터로 이루

어져 있습니다.

“영웅적인 여인들” -

길을 닦은 주요 여인들

성경의 위대한 영웅들 중 몇 사람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입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을 닦은 십여 명의 주요 여
인들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들 믿음의 여인들을 연구하다보면, 우리는 성경의 깊은 신비 하나를 발견하게 되
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의도하신 그분의 심오한 계획에 대한 혜안입니다. 이
렇게 신비스러운 계시는 오직 이 여인들의 관점에서 믿음을 이해함으로써만 열리는
것입니다.

이 책은 묵상 교재로 기획되었고, 마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제
개인적 기도 가운데 이 열두 여인들과 동질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 자신이 그들의
입장이 되어” 그들에게 있었던 영감과 통찰력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책이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영감을 주게 되기를 바라면서 저 동질감을 여러
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구입하십시오! 링크: reviveisrael.org/product/hero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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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2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