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아리엘 블루멘탈
주님께서는 후쿠시마 현 이와기에 엄청난 영적 창문을 열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끔찍한 방사능 공포
속에서 주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반면, 계속되는 위험으로 구호품도 봉사자들의 접근도, 재건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소엔 조직적으로 열심히 움직이는 봉사자들도 기다리는 것 외에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는 듯한 인상입니다. 허나 이곳의 방사능 유출은 대단히 낮습니다. 남쪽으로 160km
떨어진 도쿄보다도 낮습니다! (이와기는 원자로에 가장 가까운, 불과 50km 떨어져 있는 곳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이 모든 건 다이라-이와기 교회의 매우 독특한 입지를 보여줍니다. 흡사 사도행전 27 장에서 바울이
당한 난파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바울은 수백 명의 이교도들과 한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체 인구 중 그리스도인들의 비율보다 더 작습니다. 허나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리고
그의 중보와 계시, 지혜로 인해, 배가 부서졌음에도 불구 모두가 구원되었습니다. 점점 더 저희는
주님의 손이 이 교회와 지도자들(모리 Mori 목사와 이카라시 목사) 위에 비슷한 방식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봉사자들의 작은 트럭들과 물품들이 매일 도착하고, 봉사자들은 큰
즐거움으로, 성령 안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말입니다. 이카라시 목사는
시장급 인사들의 이목을 끌게 되었고, 그들은 이카라시 목사의 말을 듣습니다. 폭풍 가운데서, 커다란
사랑과 아웃리치의 다리가 수천 명을 향해 지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저희는 다음 단계가 교회에서 매일의 부흥 집회와 콘서트를 갖는 것으로 믿습니다.
보통은 너무나 바쁜 일본 사람들이 지금은 기다리는 일 밖에 할 게 없습니다. 저희는 이 창문을 통해
영적 돌파구가 열리고 일본에 마지막 때의 부흥을 위한 새로운 기초가 마련되기를 중보자들이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0 명으로 구성된 의료진이 60 톤에 달하는 물품을 가지고 센다이 Sendai 지역에 오늘밤
도착합니다. 저는 북쪽으로 가서 며칠 동안 통역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지혜를 구해 주십시오.
http://reviveisrael.org/kojablog/에 계속 소식이 업데이트됩니다.

정의
마티 쇼사니

Mati Shoshani

예루살렘 폭발 사건
수요일 오후, 2004 년 이후로 예루살렘이 누려온 평화와 안전은 종지되었습니다. 혼잡한 버스 정류장
한가운데서 폭탄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공격으로 한 사람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 당했습니다.
사망자는 성경을 번역하는 그리스도인 메리 가드너
버스에 타고 있거나 주변에 있었습니다.

Mary Gardner

였습니다. 많은 메시아닉 학생들도

게다가, 바로 지난 주에만 가자 지구로부터 50 발의 박격포 공격이 있었고, 이스라엘 남부 주요
도시를 표적으로 하여 로켓이 발사되었습니다.
이 땅의 긴박한 영적 전쟁이 이러한 공격들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많은 메시아닉 성도들이 보안
경찰로 있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시리아 봉기
최근 자유와 민주를 부르짖으며 부패한 정권에 맞서는 아랍 민중들의 시위에 시리아도 가담했습니다.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엘 아싸드 Bashar El Assad 는 폭력과 야만으로 시위에 대응했습니다. 저격수가
투입되어 시위자들 중 많은 사상자가 생겼습니다. 아싸드는 자기 정권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반체제자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치범을 석방시키고 공무원 급여를 인상하는 등 노력을 했었습니다.
구형 받은 카짜브
이번 화요일, 이스라엘 전 대통령 모셰 카짜브 Moshe Katzav 가 강간, 성폭행 및 사법 방해 혐의로 7 년
구금형을 받았습니다. 위 범죄들은 그가 관광성 장관으로 지내면서, 그리고 대통령이 된 후에도
저지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대통령직은 비정치적이지만 가장 예식 있는 자리입니다.
대중들은 이번 사건에 엄청난 관심을 가졌는데, 그런 고위직이 평범한 시민처럼 재판 받아도
되는지(카짜브는 재판 중 강제 사직 당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려진 형벌은 동종
범죄에 대한 구형의 평균치입니다.
연결 고리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 저변의 메시지는 정의였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특별히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 1:26-27 과 미 4:2-3 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면서,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 대한
어떠한 두려움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세계의 눈이 이스라엘을 향해 이 땅에서 정의가 공평히 실현될 것인지를
지켜봄을 목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변에서는 수많은 아랍 국가들이 이러한 정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정의가 공평히 실현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가족적 공동체
아셰르 인트레이터
성경은 지역 신앙 공동체를 가족의 확장으로 묘사합니다. 장로 elder 의 자격은 행정적 능력이 아닌
가족적 가치에 기초합니다.
딤전 3:5 –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모르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우리가 가정 내의 관계를 쌓는 데에 헌신되어 있다면, 공동체에서도 관계 형성에 헌신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제 2 의 가족입니다. 가정에선 부모에게 권위가 있듯, 교회에선 장로들에게
권위가 있습니다. 그게 장로의 의미입니다. 영적인 가정에서 권위/권세를 가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젊은 자매들에게 신앙 공동체에 헌신되지 않은 형제와는 결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딤전 3 장의 역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가족들에게 신실하지 않은 형제라면, 자기 가족에게
어떻게 신실하겠습니까?

기도 제목
1. 새라 페일린

Sarah Palin

– 이번 주 남편 타드 Todd 와 함께 이스라엘의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고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습니다. 새라는 진정한 신자이며, 자신의 삶을 향한 부르심에 민감하고
겸손합니다.
2. 방송- 메시아닉 성도 핍박에 대한 TV 방송이 연기되었다가 이번 주 수요일로 재편성됐습니다.
3. 지역 전도 – 일라나 Ilana, 요시 Yossi, 게울라 Geulah, 샤울 Shaul, 베레드 Vered, 질파 Zilpah, 타냐 Tanya 등 많은
이들을 위해 기도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