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에 대한 이슬람의 관점
베티 인트레이터
깐타 아흐메드(Qanta Ahmed) 박사는 저서 <보이지 않는 여인들의 땅(In the Land
of Invisible Women, Sourcebooks, 2008)>에서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무슬림 여인으로서 겪은 영적, 문화적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녀는
잘 차려 입은 사우디 부부가 그들의 어린 딸에게 보여주려고 알 파치노(Al Pacino)의
영화 “데블즈 애드버킽(The Devil’s Advocate)” 비디오를 빌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흐메드는 기록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영화는 파치노가 사탄의 역할을
하는 세상을 상상하는 내용이었다. 그룹 섹스 장면이 등장한다. 폭력은 극단적이며
현대 뉴욕을 부티나고 화려하다는 인식에 대비되게 묘사하였다(405 쪽).”
그리고
이렇게
알기를
한다고

아흐메드는 딸에게 왜 그 영화를 보여주고 싶은지를 질문합니다. 그 부부는
대답합니다. “우리는 우리 딸이 서방, 특히 미국의 아주 나쁜 모든 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딸이 그토록 부패하고 천한 세상의 참 모습을 알게 해줘야
믿습니다. 아이가 바른 정보를 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무슬림들은 헐리우드 영화 속의 섹스, 부패와 폭력이 미국 사회를 바르게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거기서 미루어기독 문화도 전반적으로 그러한 것이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진정한 성경적, 유대-기독교적 가치관을 언론과
연예 산업이 전세계로 흩뿌리는 “큰 음녀(계 17)”의 형상으로부터 분리시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새 신자들
이스라엘 정부 고위층의 배경을 가진 새 신자 M 과 이전에 이스라엘의 고등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던 E, 미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인 Y 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세
사람이 신약성경과 아셰르의 책 <누가 아브라함과 점심을 먹었는가?>를 읽을 때
계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전과 겸손, 기본적 제자훈련과 공동체적 교제를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간증이 계속 순전하고 능력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타넬
하우스 아웃리치 센터(Netanel House outreach center)에서의 활동을 새롭게
시작하는 라헬(Rachel)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난민 문제에 대한 대니 아얄론의 영상
대니 아얄론(Danny Ayalon)은 이스라엘 정부와 국제 기독 사회 간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에 적극적인 크네셑(이스라엘 국회)의원이자 외무부 차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관점에서 본 팔레스타인 난민 문제의 역사에 대한 5 분짜리
비디오가 있습니다. (플레이어 오른쪽 하단의 “CC” 버튼을 클릭하시면 각국 언어로
자막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g_3A6_qSBBQ&feature=player_embedded#

에스더 금식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달력에 “타아니트 에스더(Ta’anit Esther)”일을 잊지 말고 표시해 두십시오.
전통 유대력에 맞춰서 저희는 3 월 7 일 수요일 오전 6 시부터 오후 6 시까지 12 시간
금식 기도회를 갖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혹은 공동체, 기도 모임이나 기도의 집도 이
역사적이고 전략적인 중보기도 행사에 이곳 이스라엘 현지의 메시아닉 성도들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일정은 조만간 전달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
아셰르 인트레이터
예슈아께서는 너무 경이로우시고 그 분의 메시지는 너무도 순결하여, 종종 어떻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단지 하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불공정해
보입니다. 이에 예슈아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 3:19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슈아께서는 빛이십니다. 그 빛은 주님의 사랑, 은혜와 순결입니다. 그 분께서
인류에게 나타나신 것과 당신의 메시지가 도덕적 시험이 됩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앞으로 나올 것이고, 마음이 정결하지 않은 자들은 그에 맞서 싸울
것입니다.
복음은 솔로몬의 지혜와 같습니다(왕상 3). 한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이 그의 앞에 왔을 때, 솔로몬은 칼을 가져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순결한 여인은 아이를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부정한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가르라고 말했습니다. 무고한 아이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두 여인의
마음에 대한 도덕적 시험이었습니다. 예슈아 옆에서 십자가에 달린 두 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눅 23). 한 명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죄한 이의 고난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한
반에 새로운 아이가 전학을 왔는데 “일진들”이 그 아이를 괴롭히면 일부 아이들은
웃을 것이지만 다른 아이들에겐 동정심이 생길 것입니다. 고통 당하는 무고한 아이에
대한 반응이 그 반에 있는 모든 아이들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의롭고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 예슈아께서 마음의 의도를 드러내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3 장의 “빛”은 요한복음 8 장의 “빛”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위선적 종교인들은 돌을 던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악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그녀와 함께 간음을 저지른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으며(레 20:10) 그 여인은 분명히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슈아께서는
그녀에게 돌을 던지려 하던 자들을 꾸짖고 나서, 그녀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요 8:11 –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군중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 8:12 –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본문에서 빛은 예슈아 그 분 자체가 아니라, 용서와 공의라는 그 분의 성품입니다.
은혜와 순결 사이의 완벽한 조화가 예슈아의 빛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잘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용서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죄 짓는 것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구원자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과도히 비판적이 되거나 심히 관대하게 될 때는
예슈아의 메시지의 핵심을 놓칩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공산주의가 북한 사람들 마음에 미국에 대한 미움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1960 년대에 미국의 많은 흑인들이 백인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에서 이슬람으로 돌아섰습니다. 저희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할 때 예슈아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이 부모를
용서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용서의 메시지를 거절하게 됩니다. 성적
부도덕과 반역에 세뇌된 자들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