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쯔핰 샤미르(1915 – 2012)
이스라엘의 전 총리 이쯔핰 샤미르(Itzhak Shamir)가 2012 년 6 월 30 일 토요일
에 서거했습니다. 샤미르는 1915 년 10 월 15 일, 폴란드 로자니(Rozhani)에서
이쯔핰 야제라니쯔키(Yazeranitski)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지역
유대인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샤미르는 1935 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그의 나머지 가족들은 폴란드에 남아있다가 홀로코스트 때 학살당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샤미르는 에쩰과 레히(Etsel and Lehi)의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이스라엘 국가 수립까지 영국 위임통치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는 1955 년에
이스라엘 하렐(Israel Harel)이 지휘하는 모사드에 들어가 10 년 동안 최고의
비밀요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샤미르는 1969 년에 므나헴 베긴(Menachem Begin)이 당수로 있던 리쿠드 당에
들어갔고, 1973 년에 크네셑 의원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1983 년, 그리고
1986 년부터 1992 년까지 이스라엘 총리로 지냈습니다. 그의 재임 동안 제 1 차
걸프전 때, 그리고 슐로모 작전(Operation Shlomo)으로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의
이주 때 국가를 이끌었습니다.
샤미르는 1992 년 선거에서 이쯔핰 라빈(Itzhak Rabin)에게 졌고, 1996 년에
공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는 양로원에서 여생을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방화 테러
이번 주 화요일 오후 2 시, 노란 소방 비행기가 저희 집 위를 돌면서 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 분 간격으로, 방화로 보이는 두 건의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건은 저희 집 남쪽으로 수백 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고, 또 한 건은 서쪽으로
몇 km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연기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맡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좋은 소식은, 소방 비행기가 두 시간 반 내에 화재를 진압했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예루살렘 지역에 방화로 새로운 테러의 조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더운 날씨가 시작된 5 월 이후 6 월 셋째 주인 지금까지만 해도,
예루살렘과 그 주변 숲에서 자그만치 1,058 건의 화재가 있었습니다. 그 중

70%는 고의적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소방관은 이 사실이 언론에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정치적으로 적절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탑건 또는 원더걸
이번 주에 “A”는 명성 높은 이스라엘 공군 F-16 전투기 사단에서 조종사 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는 초롱초롱한 푸른 눈, 아름다운 금발과 보조개가 있는
예쁜 외모의 21 살 “아가씨”입니다. “A”는 힘겹게 생활하는 편모와 다섯 명의
남매가 있고, 이들과 함께 가난한 동네 아풀라(Afula)에서 자랐습니다.
이미 2 학년 때 활동적이고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이어서 한 학년을 월반하여
바로 4 학년으로 갔습니다. 4 학년 때 올림픽 출전을 바라고 일주일에 다섯 번씩
권투 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모델로 발탁이 되어 광고와
카탈로그 사진을 찍어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델 일은 피상적
일이고 권투가 훨씬 도전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A”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의 물리학과 컴퓨터 공학 수업을 미리 들었습니다.
그녀는 16 살에 고등학교를 조기졸업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 학사 학위를
따기 위한 공부를 해서 18 살에 학부 학생으로 등록도 되기 전에 끝마쳤습니다.
신문 인터뷰(2012 년 6 월 29 일자 <예디오트 “7 일”>)에서 그녀는 “제가 휴가 때
집에 가면 하이힐을 신고 치마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제가 제복을 입고
다른 병사들과 나란히 서있을 때, 동료들은 모델 “A”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군사
“A”를 보는 것입니다.”
높고 낮음
-다비드 블록(David Block)
나무는 뿌리의 깊이가 허락되는 만큼만 높이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뿌리가 깊이 내려가게 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심으시도록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아래로 내려간 깊이만큼만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 올리고 싶어하십니다. 그러나 그 분께서 종종
높이시기 전에 우리를 낮은 곳으로 내리십니다.

시 75:6-7 -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욥 5:11 -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눅 1:52 -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약 1:9 -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예슈아께서는 우리의 교사이시자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낮아졌다가
높아진 최고의 본보기이십니다. 그 분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따라 갈 수 있을까요?
마 21:5 -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예슈아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마
11:29).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주님께서 당신의 계획이 펼쳐지게 하도록 하기
전에 하셨던 것처럼, 낮은 곳에 푹 빠져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낮은 곳들은
우리를 빚어 그 분 안에서 우리가 우리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은 곳으로 내려간 만큼만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땅끝
저희의 조그만 예루살렘 공동체(175 명) 아하밭 예슈아에서는 이번 주에 단기
사역 파송이 있습니다: 이들 중 미카엘(Michael M)과 단(Dan J)은 미국,
스튜어트(Stuart W)와 헤루트(Herut)는 인도, 오르(Or)와 베레드(Vered)는
모잠비크, 탈(Tal H)은 폴란드, 아리엘(Ariel)과 베레드(Vered B)는 중국으로
갑니다.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천국 복음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사도행전 1:8 위임명령을 완수하는 일에
동참합시다.
유투브에 올라온 리바이브 이스라엘!
저희는 앞으로 몇 달간 아셰르가 최근 미국에서 강의한 영상을
유투브(YouTube)에 올릴 것입니다. 첫 강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Living to Honor God)’이라는 제목입니다. 아셰르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모색하는 것, 상황과 상관 없이 매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저희 유투브 사이트에 방문해 보십시오.
http://www.youtube.com/user/ReviveIsraelTV
친구와 가족들에게 이 링크를 전달해 주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저희가 이
강의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쁜 시간
보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