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의 대가
아셰르 인트레이터

연합은 사랑의 최종 산물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의 사랑이 모두 모아져 우리로 하여금
연합되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영적 연합이며 (
엡
5:31-32
), 연합되어 간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져 가는 인간적 과정 혹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지만, 연합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슈아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요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
)”라는 겟세마네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요한은 연합을 위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함께 놓아봅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겟세마네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의 우리를 하나되게 하기
위해 요구되는 대가였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후, 예슈아께서는 잡히시고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들이
구원받고 신자들이 하나가 되도록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대가입니다.
나를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예슈아께서 그분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연합에
이르도록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슈아께서는 이
중대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
눅 23:34). 
용서에는 여러 차원이 있고, 용서해야 할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은 여러분과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을 배신했을 때입니다.
그 누구도 평생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서 배신당해 본 적이 없거나, 적어도
버려졌다고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고의적으로 배신당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사실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니지만, 단지 삶의 상황이 한때 가까웠던 관계에 거리가 생기게

했고, 그래서 배신당했다고 느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그렇게 느껴진 것이든, 그것은 여전히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어느 정도 친밀감이 없다면 배신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친밀감에는 취약함이
따르기 마련이며, 배신은 친밀한 취약함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배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도 이것이 연합의 대가입니다. 나를 배신한 이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법입니다. 화해와 연합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이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은 각자의
삶의 영역과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족 안에서든, 친구관계에서든, 공동체
안에서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에스더 금식기도를 돌아보며

금년에 저희는 새로운 차원의 기름 부으심과 실행과 연합에 이르렀습니다.
현지인들의 참여는 작년보다 배 이상이었습니다. 14개 공동체 리더들이 하루
종일 참여했습니다.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무슬림이었다가 신자가 된 동예루살렘의 얼라이언스
복음 교회the Alliance Evangelical Church 목사님인 바쌈Bassam 형제님이 중동을
위한 기도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는 강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가
어떻게 IS가 칼리프 제국의 수도를 두고 메카Mecca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초점을 바꾼 것을 듣고 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은 집중적이며
시의적절한 중보로 이끌었습니다.
다른 하이라이트들은 10대들이 절반인 야드 하쉬모나Yad Hashmona 찬양팀이
먼저 한 것과 더불어, 방문하신 키프로스 게이트웨이즈Gateways 찬양팀이
그들의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이끈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이 전략적인
메시아닉 마을에서 젊은이들 안에서 행하고 계신 일에 흥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생중계로 저희와 함께 하신, 문자 그대로, 전 세계
여러분들로부터 받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 및 음향과 관련하여 몇 가지 기술적 문제 때문에 저희 미디어 팀이 애를
먹기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예년보다는 한층 나아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날의 예배 찬양 중 한 곡을 보시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공동체 생활에의 헌신을 받아들이라

아하밭 예슈아의 최근 안식일 예배 때 전해진 이 오디오 메시지에서, 댄
저스터는 공동체 생활에의 헌신은 우리가 예슈아께 순종하는 데에 있어
포용해야 하는 핵심적인 면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으시려면 
여기
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히브리어 통역)

이스라엘 선거를 향한 마지막 카운트다운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 선거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최고 우선순위 중 하나입니다 (
딤전 2:2
). 하나님께서는 정부
안에서 누가 정권의 자리를 차지할지를 바꾸실 수 있으십니다 (
단 4:17
).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국가를 위해 기도했고 왕이 되도록 부름 받은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경건한 정부 지도자들은 국가에 선한 영향을 주지만, 악한
지도자들은 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총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실제로 “정부의 머리”라고 불립니다. 이번 선거전
중에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아주 추악한 인신공격이 있어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적 연설에서 거듭 성경적 가치관과 말씀을 인용해왔고, 복음주의적
세계관을 수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안의 이슈들은 복잡합니다.
1. 집값
– 너무 높아서 평균적인 중산층 근로자 가정이 세금을 납부하고
기본적인 생활비를 지불하는 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2. 안보
– 하마스와 헤즈볼라 말고도IS가 이스라엘 접경 시리아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에, 이스라엘에는 그들에 맞설 수 있는 리더가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세계적 지하드의 확장에 대항하여
싸우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3. 아랍계의 결탁
– 이전에 서너 개였던 아랍계 정당들이 이스라엘에서 세
번째로 큰 정당이 되고자 뭉쳐서 연립당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이 “친”이스라엘적인 반면, 이 연립당은 다소
“반”시온주의적입니다.
4. 극정통 유대교
– 극정통 유대교 정당이 세 개 있는데 이들은 우파 연합에
가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당들은 종종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에 위해를 가하는 극단적인 의제를 밀어붙입니다.
5. 중도 정당들
– 선거는 주로 헤르조그Herzog당과 네타냐후 연립당 간의
경쟁이지만, 최종 내각 구성은 주도적인 두 개의 중도 정당,
라피드Lapid당과 카흘론Kahlon에 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