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하다
알 카에다와 연결된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바그다드의 카톨릭 교회를 덮쳐, 58 명의 무고한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 중에는 열정의 청년 목회자 와씸 Waseem 도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80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테러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무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디에 있든지
다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극단적 이슬람이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모두를 죽이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무슬림들이 카톨릭과 개신교,
오순절파나 유대인 사이에 구분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이교도들이고, 그래서 즉각
죽여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가, 아무리 서로 다른 형태를 갖추고 있을지라도,
하나로 연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내부적
친목은 외부적 반목에 필적한다.” 외부로부터의 공통된 공격은 내부의 연합을 일으켜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교회 건물 방화
잭 사라 Jack Sarah(사랑하는 동예루살렘 연합 교회의 동료 목회자)
금요일 새벽 1 시, 저희는 예루살렘 경찰서와 소방서에 화재 신고를 했습니다. 프라핏츠 Prophets 거리
55 번지에 위치한 저희 교회 건물에서 난 불이었습니다. 성지를 방문한 10 명이 그 시각에 교회
건물에서 취침 중이었습니다. 20 분 만에 응급 팀이 소화를 위해 도착했습니다.
불이 난 주요 지점은 지하실의 두 방이었습니다. 오전 1:20 이 되었을 때 호스를 든 소방대원들은 이
두 지점을 파악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 두 방 밖에 있는 두 개의 소파가 불꽃 속에 완전히 뒤덮여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하의 불은 꺼졌고, 연기도 건물 전체에서 진압되었습니다.
연기 흡입에 대한 적시의 치료를 받은 10 명의 방문자들은 꽤나 좋은 상태로 오전 5 시에
퇴원했습니다. 경찰은 불을 놓은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단서를 주지 않았지만, 방화임은
확인해 주었습니다. 교회는 매우 종교적인 유대인 마을과 근접해 있습니다.
증오로 분열된 도시에 있는 저희들은 화해와 평화의 중재자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웃들과 친구들, 원수들에게 선포하며 성지 거주자들을 섬길 것입니다.
UNESCO 가 이스라엘의 성지들을 무슬림 소유로 선포
UN 에서 역사 유적 보존을 맡고 있는 부처가 지난 주에 베들레헴에 위치한 라헬의 무덤과 헤브론의
족장들의 굴을 팔레스타인 모스크(이슬람의 것)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이 결정을 “이스라엘을 그 유산으로부터 끊어내려는 부조리한 시도”라고 했습니다.
그는 “유대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레아, 라헬)가 약 4,000 년 전에
묻힌 곳이 유대 유산에 속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유산이 어디 있는가?”라고 물었습니다.
흥미롭게도 UNESCO 의 결정은 유대교인들이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 값(400 세겔)을 온전히
치르겠다고 주장하는 토라 할당(창 23)을 읽는 주간에 나왔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미리 이 구매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을 것으로 아시고, 이슬람이 시작되기도 2-3,000 년 전에 성경에 기록해
두셨다고 믿습니다. 유사한 구절을 보면, 다윗 왕은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대한 제값(600 세겔)을
지불하겠다고 주장합니다(대상 21). 바로 그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유사 구절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의 밭을 제값 주고 사서, 문서를 봉하고 증인을
세우라고 명하십니다(렘 32). 그 장소가 유대-사마리아-서안 지구의 분쟁 지역에 있습니다.
이 세 장소 헤브론, 예루살렘과 서안 지구는 모두 오늘날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과 국제적 정치종교 논쟁 가운데 뜨거운 논박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세 곳 모두에 대한 증서와 구매의
기록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예지豫知로만 설명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이 사건들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는 오늘날 일어날 일도 이미 아셨습니다.
샤니와 앤드류의 결혼식
결혼식에 참석한 아직 믿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부부에 대한 저희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예슈아의 이름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가 있었습니다.
스페인 부흥
스페인의 전국 남성 리더십 컨퍼런스에 참석할 아셰르와 베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집회를 통해 부흥의 불꽃이 스페인 전역에 번져, 전도와 교회 연합, 성령의 능력, 유대적 뿌리에
대한 것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2 년 전, 당선 전후로 바랔 오바마는 전 세계에서 전례 없이 많은 사람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언론계에서 얻은 지지와 그의 지성, 카리스마, 그리고 흑인이 정치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낀 희열을 볼 때, 역사상 그토록 많은 사람들에게
그토록 많은 숭상을 받는 것은 유일해 보였습니다. 최근 그의 흥망은 마치 유성과 같습니다.

선거 이전, 저희는 사역 팀 전체가 성경을 펴고 단 4:17; 4:25; 4:32, 5:21 을 크게 읽게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모두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왕국을 다스리시며 당신께서 선택하시는
이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보수주의자나 자유주의자로서 생각하지 말고, 어느
후보에 대하여 호감이나 반감을 갖지도 말고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사에,
심지어 정부와 정치에라도 들어오실 능력이 있으심을 그저 묵상하고, 믿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상황도 바꾸십니다. 주님께는 일으킬 능력도, 떨어뜨릴 능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자 갈망하는
이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