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의 자질이 표출되리라
-코디 아쳐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단어가 ‘새로운’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로,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에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매일 네오스 연필이 만들어진다 할 때,
이것은 늘 만들어지는 같은 종류의 연필이지만, 오늘 생산되었기에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단어는 카이노스로, 이것은 품질 면에서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신 기술로 새로운 인터넷 전화가 개발되어 그 품질이 이전의
모든 전화기를 능가할 때, 그것은 카이노스 전화라고 불립니다. 이 새 전화는
이전에는 보지 못한 어떤 것을 세상에 들여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15 에서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슈아를 통해 “한 새 사람” 이
된다고 할 때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을
만나 세상에 들여올 수 있는 자질과 새로움에는 단지 어느 정도의 수준밖에
안되며,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합된 몸으로
함께 모일 때는 지상에 예슈아의 몸의 최고의 자질과 표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알리게 됩니다 (엡 3:10-11).

라그 베오메르 개관
-카렌 조이 크루거 Karen Joy Kruger

레위기 23:15 과 신명기 16:9 은 유월절이 끝날 때부터 오순절(샤부옽)까지
49 일(7 주) 동안 “오메르를 세라”고 명했습니다.
아키바 Akiva 는 제 2 성전 시대에 유명한 랍비였습니다.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그에게는 24,000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라그
베오메르”라고 불리는 33 일째에 끝난 전염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통 유대교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애곡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랍비 쉬몬 바르 요하이 (줄여서 “라쉬비”)—랍비 아키바의 제자 중 한 명—도
라그 베오메르에 죽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라쉬비는 비밀스럽고
소수에게만 전해지는 신성한 문서의 어떤 깨달음을 믿었고, 죽기 전에
예언적인 의식의 흐름 가운데 조하르(“깨달음”)를 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조하르는 카발라(유대 신비주의)의 핵심교본이 되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에서는 라그 베오메르 동안 젊은이들이 통나무와 다른
나무조각들을 날라와 큰 장작불을 지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할 정도로 마쉬 멜로우를 굽고 고기를 요리하며 밤을 샙니다.
그 다음날 학교는 휴교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옷에 장작불 연기 냄새를 풍기며
아침 일찍 귀가합니다.
그날 저녁에는 수만 명이 랍비 쉬몬의 묘지가 있는 갈릴리의 메론 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캠프를 하는데, 기도하고 노래하고 춤추며 광란의 도가니가
됩니다. 헌금도 내는데, 배우자와 재물의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특별히

길조로 여겨집니다. 랍비 쉬몬이 기도해 줄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초를
밝히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은 동지애와 즐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랍비들이 아무리
지혜로웠든지 혹은 친절했든지 상관없이 묘지 주위에서 죽은 랍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오는 영적 경험에는 분명히 그 자체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샤야 65:4 에는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미리암(마리아)이 무덤으로 예슈아의 시체를 찾으러 왔을 때, 천사들은
그녀에게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고 물었습니다
(눅 24:5). 이스라엘에는 큰 영적 갈망이 있습니다. 저희 민족의 많은 이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들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애타게 찾으며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탐색이 진정한 생명과 구원에 이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정부
낲탈리 베넽이 이끄는 “유대 민족의 집” 정당이 아얄렡 샤케드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조건으로 네타냐후의 연립정부에 가담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의 새 정부는 이제 이스라엘 입법부에서 딱 한 표 많은 다수의석
(61 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정부는 불행하게도 두 개의 극정통 유대교
정당에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는 이 두 정당에 불균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외무부 장관 자리는, 마지막 순간에
리베르만이 물러나면서 아직 공석이고, 다른 내각직도 리쿠드당에 남겨져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의로운 이스라엘 정부가 되도록, 이 정부가 각 정당의
야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일하도록 저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국제 어글로우 손님 맞이

저희는 감사하게도 지난 주에 두 번이나 귀한 국제 어글로우 손님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 모인 것은 올리브 산에서였고, 이곳에서 아셰르가 예슈아의
재림이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의 왕국 안에 일어나는 역사적인 변화에 대해
말씀을 전했습니다.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두 번째로는 그들이 야드 하쉬모나의 저희를 방문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저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고 강력한 예언
사역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아셰르는 만물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조만간 저희
유투브 페이지에 게시될 것입니다. 저희는 또 함께 식사하며 즐겁게 교제를
나누기도 했으며, 그들과 더불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차원의 동지애와
사랑으로 인해 고무되었습니다.
이번 가을에 (11 월 5-8 일), 아셰르는 미국에서 열리는 국제 어글로우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샤부옽 초대

금년 샤부옽(오순절)에 직접 참석이나 저희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나 저희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 행사는 2015 년 5 월 23 일 이스라엘
시간으로 밤 10 시에 시작되어 8 시간 동안 계속됩니다.
아셰르의 특별 영상 초대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인터넷 생방송을 보시려면, 이 행사가 있는 시간에 reviveisrael.org 로 가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