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셰르 인트레이터, 2008 년 1 월 16 일

이스라엘 안보
오늘, 가자 지구의 전투가 치열해졌습니다.
-가자에서 50대 이상의 카쌈 로케트를 이스라엘을 향해 발포했고, 사상 최초로 아쉬켈론까지 닿는 기록을 세
웠습니다.
-에콰도르에서 자원하여 온 이스라엘 키부츠 봉사자 까를로스 차베스는 국경 근처에서 밭일을 하던 중, 팔레스
타인 저격수에게 등을 맞았습니다.
-하마스 지도자 마흐무드 알 자하르의 차남과 이슬라믹 지하드의 지도자들 중 하나를 포함한 23명의 팔레스타
인 사람들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 미사일이 목표물을 빗겨가 안타깝게도 3명의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들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정치
아비그도르 리버만은 오늘,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베테이누(이스라엘 우리 집)” 당이 연정에서 빠질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현 연정에는 겨우 67석만이 남는 결과를 낳았습니다(카디마 당 29석, 노동당 19석, 샤스
당 12석, 연금 당 7석).

대한민국 대선
12월, 한국에서는 대선을 통해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뽑혔습니다. 그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전에
대기업 현대 건설의 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당선은 어쩌면 경제를 부흥시켰으면 하는 많은 한국인들의 염원을
반영하는 것일지도 모르나, 그가 기독교적 가치를 확립시켜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당선
은 영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나라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대통령으로 두고, 반기문 UN 사무총장(비록 그리스도인은 아니나)이 한
국인이라는 사실은 그 나라가 앞으로 몇 년간 특별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반기문과 이명박은
기도로 유명한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아시아의 민족들과 정부들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 것
을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라피드 이야기
이스라엘의 유명한 TV쇼 진행자이자 전직 국회의원 토미 라피드의 자제인 야이르 라피드는 Ynet에 다음의 글
을 기고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우리 유대인들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지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글인 것 같아, 일부를 인용하여 번역해 보았습니다.

1945년 2월, 당시 13세였던 저희 아버지께서는 부다페스트 게토의 지하실에 사셨는데 주로 길가에 쓰러져 있는 말들의 사
체를 먹으며 연명하셨습니다. 독일과 헝가리의 파시스트들은 유대인들을 죽음의 행진(the death march)으로 이끌기 시작했
습니다. 많은 이들이 얼어붙은 다뉴브 강으로 끌려 갔는데, 그 곳에서 얼음에 구멍을 뚫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곤
총을 맞고 그 구멍으로 떨어져 물 속에 빠졌습니다.
어느 이른 월요일 아침, 나치들은 저희 아버지께서 사시던 동네를 둘러쌌고, 600명 가량을 이 죽음의 행진으로 내몰았습니
다. 그러던 중, 한 러시아 전투기가 머리 위로 낮게 날아갔고 독일 군인들은 사격을 하려 총을 겨누었습니다. 바로 그 때,
아버지께서는 마침 녹색으로 칠해져 있던 공중 화장실 뒤편에 숨으셨습니다. 나치 군인들은 아버지께서 사라지신 것을 알
아채지 못했고, 죽음의 행진은 그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부다페스트의 거리를 전전하시다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마침내 게토로 돌아가셔서, 다음 죽음의 행진이 있
기 전 러시아 군대가 와주기만을 바라셨습니다.
수년 후, 저는 아버지와 함께 부다페스트에 가보았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갑자기 가만히 멈춰서시더니 눈물을 흘리시는 것
이었습니다. 초록빛으로 칠해진 공중 화장실을 가리키시며, “저거야. 저게 날 살렸어. 저기서 시온주의가 내 안에 태동했어.
세상의 다른 모든 이들은 갈 곳이 있다는 것…여기서 나도 갈 곳이 필요한데 갖고 있지 못함을 깨달았어”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 곳에서, 다 커버린 두 남자는 그 녹색의 벽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구원의 소식
지난 주, 영원한 구원을 얻으신 샤니의 아버지를 인해서 주께 감사 드립니다. 주께서 이 소중한 이스라엘 가정
에 계속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역 보고
지난 몇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사역의 기회들을 인하여 그 분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 드
립니다.
제가 집회를 인도했거나, 강의했던 곳들에서 열매가 맺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척 피어스의 신년 예언 집회, 시애틀 형제 교회, 달라스 크리스천 도시 교회, 국제 여성 어글로우 간사진, 이
스라엘 메시아닉 군인 집회, God-TV 국제 직원들, 예루살렘 청년 집회, 게이트웨이즈 훈련 학교, 엘 샤다이 회
중, 새로운 10대 제자 모임, 아하바트 예슈아 회중, 리바이브 이스라엘 훈련 센터, 그리고 저희 이스라엘 팀에
게 주신 수많은 개인 전도의 기회들…

와! 이 모든 일이 3주 만에 일어났네요. 저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에겐 여러분이 필요하며,
여러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