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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조슈아 아론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또 다시 발생한
끔찍한 반유대주의 테러

유대 역사 속의 12월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메시아닉 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하누카가

   무엇인가요?



새로운 사역, 브래드 아카데미가 시작됩니다

2014년 8월 1일부터 시작된 브래드TV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크

리스천 디아스포라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였습니다. 덕분에 이스라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여 시청자분들이 이스라엘

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유튜브 방송의 특성상 시간의 한계와 함

께 제작자와 시청자 간의 상호 소통의 한계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 매우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직접 대면하여 이스라엘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의 강의를 

듣고, 질문하고, 참여하는 아카데미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저희 브래드TV의 신사옥 1층에는 1백 명이 입장할 수 있는 코텔홀이 마련되어 있어 오프

라인 아카데미를 진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브래드 아카데미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왕 시작할 거면 다른 곳

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참신한 내용으로 강의 내용을 구성 하자’ ‘강사들을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섭외하자’ ‘12명의 강사들 

중에 3분의 1을 유대인으로 하자’ ‘필요하면 이스라엘 현지에서 강사를 초청해 오자’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직접 체

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자’ 그래서 저희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영적 상황, 미래, 음악으로 배우는 히브리어, 유대인 전통 댄스, 이스라

엘의 영화, 샤밧 체험과 실제 적용,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관계 등 다양한 주제와 강의 방식으로 12개의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

다. 절대 지루하지 않고, 절대 일방적이지 않고, 함께 즐기며 함께 체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강사로는 나다브 펠트만 주한 이스라엘 부대사, 한국말을 너무 잘하고 한국을 사랑하는 유대인 노아 아브라하미, 이스라엘 아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가이 코헨 메시아닉 쥬 목사와 유대인 서클 댄스를 강의하는 메사아닉 찬양사역자 티크바 오트가 이 강

의를 위해 특별히 한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인 강사로는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만 섭외했으니 강의 내

용은 저희가 충분히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2019년 1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모두 12회 걸쳐 진행되는 브래드 아카데미는 이제 1기로 시작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아카데미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보완할 점을 찾아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카데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또 다른 강사를 더 

섭외해서 강의 내용도 보충하겠죠.

또한 이번 아카데미 외에도 이스라엘과 국제관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강의하는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관계, 이스라엘과 러시아의 관계, 이스라엘과 유럽연합의 관계 등 ‘이스라엘과 10개 국가’에 대한 심

층 강의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사다 전투, 이스라엘의 독립전쟁, 이스라엘의 6일 전쟁, 엔테베 구출작전 등 ’이스라엘과 전쟁’ 시리

즈 아카데미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아카데미는 저희 브래드 미니스트리에서 오랫동안 꿈꾸고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새롭게 시도하는 오프라인 강의 사역이며 

저희도 처음 시도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여러 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갖고 참

여하기 위해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비록 등록비는 받고 있지만 저희는 아카데미를 통해 절대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브래드TV 

시청자들에게 최대한 양질의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브래드 아카데미를 통해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등록번호 라00110 │ 등록일자 2018년 4월 27일 │ 발행처 브래드 미니스트리 │ 발행인  김종철 │ 편집인 이금선
기획 허예람 이고은 김강인 │ 취재 임윤아 │ 디자인 김보라 정예진 │ 인쇄 대양문화인쇄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02번길 116-18  브래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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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포션 2018~2019/5779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토라포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12)

토라포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매주 동일하게 지정된 구약과 신약의 성경 구절을 읽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말씀 안에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토라포션의 의미입니

다. 또한, 구약과 신약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신, 구약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균일하게 읽으면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키슬레브 23

2  키슬레브 24
1 Candles

3  키슬레브 25
2 Candles

4  키슬레브 26
3 Candles

5  키슬레브 27
4 Candles

6 키슬레브 28
5 Candles

7 키슬레브 29 
6 Candles

8 키슬레브 30 월삭

7 Candles

9 테벳 1  월삭 
8 Candles

10 테벳 2 11 테벳 3 12   테벳 4 13 테벳 5 14 테벳 6 15 테벳 7

16 테벳 8 17 테벳 9 18 테벳 10 19 테벳 11 20 테벳 12 21 테벳 13 22 테벳 14

23 테벳 15 24 테벳 16 25 테벳 17 26 테벳 18 27 테벳 19 28 테벳 20 29 테벳 21

12월 키슬레브&테벳

봐예쉐브 (거주하였으니)_ 창 37:1~40:23 / 암 2:6~3:8 / 요 2:13~4:42

봐이가쉬 (가까이 가서)_ 창 44:18~47:27 / 겔 37:15~28 / 요 5:1~47

쉐모트 (이름들)_ 출 1:1~6:1 / 사 27:6~28:13, 29:22~23 / 눅 5:12~39

봐예히 (살았으니)_ 창 47:28~50:26 / 왕상 2:1~12 / 눅 4:31~5:11

미케쯔 (후에)_ 창 41:1~44:17 / 슥 2:10~4:7 / 눅 4:16~3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테벳 24 2 테벳 25 3 테벳 26 4 테벳 27 5 테벳 28

6 테벳 29 월삭 7 쉐밧 1 월삭 8 쉐밧 2 9 쉐밧 3 10 쉐밧 4 11 쉐밧 5 12  쉐밧 6

13  쉐밧 7 14  쉐밧 8 15  쉐밧 9 16    쉐밧 10 17 쉐밧 11 18 쉐밧 12 19 쉐밧 13

20 쉐밧 14 21 쉐밧 15 22 쉐밧 16 23 쉐밧 17 24 쉐밧 18 25 쉐밧 19 26 쉐밧 20

27 쉐밧 21 28 쉐밧 22 29 쉐밧 23 30 쉐밧 24 31 쉐밧 25  

1월 테벳&쉐밧

봐예라 (나타났으니)_ 출 6:2~9:35 / 겔 28 :25~29:21 / 마 12:1~14

베샬라흐 (보낼 때에)_ 출 13:17~17:16 / 삿 4:4~5:31 / 마 5:1~48

미쉬파팀 (판결규례)_ 출 21:1~24:18 / 렘 34:8~22, 33:25~26 / 눅 7:1~8:3 

이트로 (이드로)_ 출 18:1~20:26 / 사 6:1~7:6, 9:6~7 / 마 6:1~8:1

보 (들어가라)_ 출 10:1~13:16 / 렘 46:13~28 / 막 3:7~19

30 테벳 22              31 테벳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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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약속의 땅에 그분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일 메시아닉 유대

인 찬양 사역자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슈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의 삶과 음악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죠슈아 아론 Joshua Aaron

브래드쇼 179회에 출연해 예슈아를 믿게 된 간증과 더불어 자신의 음악 이야기를 들려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찬양 사역자 조슈아 

아론은 유튜브에 올린 뮤직비디오 조회 수가 천만이 넘는 등 전 세계 신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고 있다.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조슈아와 이스라엘의 깊은 관계는 외할머니가 독일에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로 건너온 1940년대에 시작되었다. 

죠슈아의 외할머니는 당시 미혼모 신분으로 이스라엘로 건너왔고 그 후 아들과 딸을 출산하였다. 하지만 아들이 세 살, 딸이 한 살이었을 

때 딸과 아들을 각기 다른 가정으로 입양 보내야만 했다. 정통 유대인 가정에 입양된 딸은 11살 때 이스라엘에서 뉴욕으로 보내져 18세까

지 계속 그곳에서 살았고 1976년에 故 마틴 처노프로부터 예수님의 유대성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메시아를 영접했다. 그리고 카톨릭 신

자였던 남편을 만나 결혼해 죠슈아와 자녀들을 미국에서 출산한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죠슈아 아론
Joshua Aaron

글 고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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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에 자신의 입양 사실을 처음 알게 된 조슈아의 어머니는 

1998년 놀라운 일을 경험한다. 자녀들이 이스라엘 방송에 출현해 

가족을 찾고자 하는 어머니의 스토리를 이야기 한 것이다. 조슈아

도 출연했던 이 국민 TV쇼를 통해 어머니는 헤어진 오빠를 비롯해 

가족을 찾았고 그 자리에 함께한 온 가족은 방청객들과 함께 눈물

바다를 이뤘다. 상상도 못했던 남매의 재회가 50년 만에 이스라엘 

온 국민이 보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TV쇼를 통한 남매의 재회

로 영국에 사는 두 이모를 비롯해 많은 친척들을 만나게 되었고 조

슈아는 이 날을 이렇게 회상한다. “어머니의 이야기가 하나님 가

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모든 신자들이 하나로 

연합되는 커다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21

절에 나타난 메시아의 마음이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깨어진 

가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겁니다.” 

20여 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시작한 조슈아 부부는 

네 자녀와 함께 이스라엘과 미국을 오가며 살고 있는데, 이스라

엘 내 거주지는 갈릴리 호숫가이다. 그는 약 10년 동안 가을마다 

이스라엘에서 Worship in Israel이라는 투어를 주관하고 여름엔 

Beautiful Land Initiative와 자원봉사 투어를 진행하며 호텔이나 

선상 등 이스라엘을 찾는 많은 이들을 직접 찾아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위하여

카톨릭 신자인 미국인 아버지와 이스라엘 정통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란 배경 덕에 현재까지 다섯 장의 앨범을 낸 조슈아의 

음악은 우리에게도 아주 친숙한 사운드와 더불어 유대적인 소울도 

담고 있다. 또한 그의 음악은 절반 이상이 영어로 구성되어 있어 낯

설게 들리지 않으며, 기승전결이 뚜렷이 보이는 음악 구성 역시 우

리에게 무리 없이 다가올 것이다. 사역자이기도 한 조슈아는 유대

인과 이방인이 함께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특히 이스라

엘 음악 스타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조슈아 아론의 음

악은 유대인을 향한 연합의 마음을 한 층 더 열어줄 것이다. 

2016년에 발표된 앨범 <Every Tribe>의 첫 곡 Shalom(1번 트

랙)은 심플하고 아늑한 악기 구성에 휘파람 소리와 아이들의 챈트

를 더해 주님의 평안이 온전히 느껴지는 음악이다. 1절에서는 안식

일을 맞이하는 가정이 체험하는 개인적인 샬롬, 2절에서는 그 샬

롬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있다. “나와 내 

집은"이라는 부제가 달린 You Are Holy(3번 트랙)는 “우리 가정

은 사람들이 만든 우상에 무릎 꿇지 않고 거룩하신 이스라엘의 하

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아름다운 결의를 깔끔하지만 꽉 찬 밴드 사

운드로 들려주는데, 실제로 조슈아의 아내와 네 아이들이 후렴구

를 같이 불러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Salvation Is Your Name(5번 트랙)은 저명한 크리스천 밴드 

Big Daddy Weave의 Mike Weaver가 피처링한 웅장한 곡으로, 

그날에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구원의 이름이신 예슈

아를 고백하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의 SNS 

고문으로 기용되어 화제가 된 메시아닉 유튜버 하나냐 나프탈리가 

이 곡 뮤직비디오의 감독으로서 예루살렘 주변 산지의 숨 막히는 

풍경을 촬영했다. 

대표곡 Every Tribe(11&12번 트랙)는 요한계시록 17장 4절

에 기반하여 쓴 가사에 조슈아와 조셉 리버윈드 추장이 함께 곡을 

불렀다. 조셉 리버윈드는 스페인계 유대인 조상을 둔 아메리카 원

주민 뮤지션으로 음악 관련 수상 경력도 화려하다. 이 곡은 특별히 

이슬람과 테러에 희생 당한 이들을 추모하며 헌정하는 것으로, 아

이튠즈와 아마존의 세계 CCM, 찬양&경배 장르 차트 1위에 오르

는 기염을 토했다. 

우리를 이스라엘과, 또 예슈아와 더 가깝게 이어줄 그의 음반은 

브래드 스토어(www.bradstore.com)에서 구매할 수 있다.  

죠슈아 아론의 가족

7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회복 순례가 진행 중입니다!

김종철 감독과 함께 하는 하반기 이스라엘 회복 순례가 11월 15일 올리브 코스를 시작으로 하여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개설된 석류 코스까지 모든 코스가 마감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는데요. 올리브 코스 50명, 무화과 코스 50명, 석

류 코스 40명, 포항 기쁨의 교회팀 65명까지 약 200여 명 이상이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회복 순례를 통해 이스라엘 땅을 밟으며 유대인들

과 함께 예배하고 예슈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회복 순례는 그저 성지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생생하게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메시아닉 쥬와 함께하는 예배, 찬양, 전도 뿐 아니라 이스

라엘 군부대 방문 등 매번 새롭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미 저희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녀오신 분들 중 

다른 코스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시는 분들의 비율도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회복 순례는 2019년 5월에 시작

할 예정입니다. 순례에 참여하는 분들과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코스를 통하여 더욱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눈이 열

리고 주님 안에서 유대인과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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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전 중인 시리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순례팀

2.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크네셋 방문

3. 예루살렘 자파게이트 앞 광장에서 찬양하며 공연하는 모습

4. 메시아닉 쥬와 함께하는 예배

5,9. 예수님의 사역지 갈릴리호수에 널려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순례팀

6. 무화과 코스팀

7. 예루살렘 마밀라 거리에서 공연하는 모습

8. 이스라엘 국회의사당 크네셋 앞에서 석류 코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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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 순례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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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TV를 방문해 주신 분들

11월 한 달 동안도 브래드TV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11월 8일에는 ‘Through the Veil’의 대표인 스캇 허스티드(Scott 

Husted)가 사옥을 방문하여 환태평양 지역에 기도의 집을 세우며 

마지막 때 열방을 준비시키는 사역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곧 브래드

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 11월 9일에는 해외를 여행하는 

이스라엘인들이 기독교인들의 집에 머무를 수 있도록 네트워킹 사역

을 하고 있는 유대인, 오므리 야코보비치(Omri Jaakobovich) 대표

가 브래드TV를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

기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 이방인들의 가정에 머무르면서 어떻게 영

적 질투심을 느끼고 주님을 알게 되는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

다. 전 세계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보내주시는 하

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사역을 통해 열방 곳곳에 하나님 나

라의 열매가 맺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브래드 미니스트리 홈페이지 개편

브래드 미니스트리는 그동안 브래드TV, 브래드 필름, 브래드 스토어, GoGo이스

라엘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역이 점점 확장되며 사이

트가 추가되어져 가다 보니 각각의 웹사이트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따로 운영되

어 운영자나 사용자 모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사이트를 통합 관리,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약 15주에 걸쳐 진행될 

이 작업을 통해 이제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모든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웹사이트

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사이트로의 이동도 용의하도록 개편될 것입

니다. 기대해주세요!  

메시아닉 쥬에게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메시아닉 쥬를 지정하여 브래드TV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후원금을 지난 11월과 

12월에 진행되는 회복 순례 기간 동안 메시아닉 쥬들 사역자분들께 전달했습니다. 자세한 금액과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데이빗 오르티즈 $5,000, 요야김 피구아라 $5,000, 티크바 오트 $3,000, 아비 미츠라히 

$2,000, 캐롤린 하이드 $4,000, 하임과 케렌 $2,000, 갈릴리 청소 사역단체 $2,000. 

이분들은 모두 저희 브래드TV에서 사역 내용을 소개한 분들입니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여러

분들이 보내주신 선글라스와 모자 그리고 50만 원 상당의 영어 그림 성경책 2세트를 베두인 어린

이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신 피구아라 목사님께 전달하였습니다. 후원금을 전달받은 이스라엘의 메

시아닉 쥬 사역자분들께서 항상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브래드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를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마음을 이스라엘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할 수 있

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개편
coming soon

오므리 야코보비치

그림책을 전달받은 요야김 목사

스캇 허스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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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오즈 이스라엘의 스태프들과 함께

마오즈 이스라엘에서 출판한 히브리어 책들

함께 사역하고 있는 아리와 쉬라의 가족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아리 & 쉬라 소르코 람
메시아닉 사역자

매달 브래드TV에서 소개하는 마오즈 이스라엘 리포트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

니다. 이 잡지는 마오즈 이스라엘 미니스트리에서 발행하는 것인데요. 1976년 시작

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예

슈아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며 많은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유

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경 번역, 책 출판, 애니메이션 제작 뿐 아니라 히브

리어로만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는 사역 등 멈추지 않고 달려

나가는 모습은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멈추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마오즈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대표 쉬라 소르코람이 보내온 편지를 소개합니다.

혼란의 이스라엘

저는 1967년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탈환한 6일 전쟁이 

끝난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죠. 이스라엘에 도착하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엔 예

슈아를 믿는 이스라엘 시민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슈아를 따르는 진정한 

신자들의 수는 정말 소수였죠. 그렇게 9년 동안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살면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 열매가 적은 황량한 나라에 저를 보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할리우드에서 온 유대인 신자 아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는 배우로서 TV와 영화에 출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로 이주하라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스라엘에 행할 일들을 약속하신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며 아리는 결국 배우의 길을 

떠나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 자신을 삶을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리

와 제가 이스라엘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롤모델

이나 매뉴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지중해 해안 지역 네타냐라는 도시에

서 메시아닉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지요. 

티프에렛 예슈아, 예슈아의 영광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 거듭난 신자들의 수가 조금 증가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신

자들은 미국이나 유럽 대륙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공동체는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우리 모

두는 히브리어를 쓰는 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히브리어

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슈아의 메시지를 받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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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언어, 예슈아께서 쓰셨던 언어, 그리고 현

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다가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그 당시에도 예슈아를 메시아로 믿는 유

대인들에게 가까이 가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들은 예슈아를 

믿는 믿음이 유대적인 것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외국의 종교라

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게는 우리의 믿음과 예배가 모두 생

소한 것이었죠. 

저희 공동체의 모든 언어를 히브리어로 바꾸기 위해 수년이 걸

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언어로의 번역 없이 히브리어로만 드리

는 예배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공동체가 예슈아의 영광이라는 뜻의 ‘티프에렛 예슈아’가 되

었으며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모든 예배를 히브리어로 드리는 첫 공

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우리의 장로 중의 한 분이었던 

아셸 인트레이터와 교회 청년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또 하나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이곳 또한 모든 모임을 히브리어로만 

진행하도록 하였고 많은 재능 있는 청년들이 있는 성장하는 공동

체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에는 대를 이어 신앙생활을 이어가

는 메시아닉 가정들이 많습니다. 이 메시아닉 청년들은 완벽한 히

브리어를 구사하며 이스라엘 사회에 들어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마오즈 이스라엘 미니스트리

또한 하나님께서 1976년 시작하게 하신 마오즈 이스라엘이라

는 사역단체를 통하여서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성경적 관점으로 이스라엘과 중동의 소식을 전하는 잡지를 

매달 발행하고 있으며, 강력한 복음의 책들을 히브리어로 번역하여 

지금까지 170여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리더들

을 훈련시키며 다양한 히브리어 예배 찬양 CD를 제작하고 있지요. 

마오즈 미니스트리의 인도주의 지원을 담당하는 I Stand With 

Israel (IstandwithIsrael.org)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내의 도움이 

필요한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아랍 크리스천들에게 지금까지 약 65억 

원 이상의 후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에서 이민을 온 

신자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메시아닉 신자들이 좋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대

학교 학비와 직업 훈련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메시아닉 신자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고 이러한 재정이 

십일조를 통해 교회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축복을 보

여주는 좋은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쉽

게 읽을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

며 메시아닉 가정에서 60명의 아이들을 선발해 찬양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음악 공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진행 중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저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데로 열방이 유대인들을 고토로 그

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슈아께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며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될 것이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열방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본 비전이 이루어질 날을 소망하며 한국의 성

도분들에게 샬롬을 전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

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

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

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

님이 되리라 (겔 36:25-26,28)

아리 & 쉬라 소르코 람 드림

후원방법

1. 직접 마오즈 이스라엘에 후원금을 송금할 때

Bank account name : Bank Hapoalim (012)
Branch Name and Number : Einstein (778)
Bank address : Einstein Street, Tel Aviv, Israel
Account Name : Maoz Israel
Account number : 490483
SWIFT code : POALILIT
IBAN : IL05-0127-7800-0000-0490-483

※ 메시아닉 후원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 입금 하실 때 마오즈로 입금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301-0237-1849-41

은행명 NH농협  /  예금주 브래드TV선교회홈페이지 https://www.maozisrael.org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마오즈 이스라엘에 직접 송금하실 때에는 한국 

쪽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찾을 때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돈을 절약하기 원하거나 직접 송

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브래

드TV가 대신 직접 찾아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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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브리핑

지난 2018년 10월 27일 미국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에서 바우어스라는 백인 남성이 토요일 안식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리던 유대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여 11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6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우어스는 이날 유대인들에게 총을 난사하며 

‘모든 유대인들은 사탄의 자식들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날 사건을 두고 미국의 모든 언론들은 끔찍한 반유대주의 자의 미치광

이 행동이라고 했는데요. 미국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오늘 브래드 브리핑

에선 왜 이렇게 반유대주의 범죄가 끊이질 않는 것인지 그 원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종철

또 다시 발생한 끔찍한 

반유대주의 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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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

지난 27일 오전 예배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유대교 회당에는 방

금 태어난 아이들의 할례식이 3개의 방으로 나누어져 진행되고 있

었습니다. 1,450여 명의 신도들 중 약 75명 정도가 이 방에 모여 

있었죠. 이때 46살의 백인 남성 바우어스가 갑자기 나타나서 회당 

안으로 뛰어들어가 손에 들고 있는 AR-15 소총으로 그 안에 있던 

유대인들을 향해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극도의 증오의 표정을 지

으면서 수분 동안 총을 난사하던 이 남자의 입에선 ‘모든 유대인은 

죽어야 한다’, ‘모든 유대인은 사탄의 자식들이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회당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고 여기저기 화

약 냄새, 비명소리와 함께 시뻘건 피가 사방에 흩어졌습니다. 신고

를 받은 경찰들이 10분 만에 출동했고 정문에서 경찰과 마주친 바

우어스는 3층 방에서 교전을 벌이다 마침내 총상을 입고 투항하며 

이 끔찍한 비극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11명의 유대인들

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큰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 중인 미국 FBI는 바우어스의 단독범행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분명히 유대인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을 토요일 오전 유대인들

만 모여 있는 회당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전형적인 반유

대주의자의 범행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조사 

중이기는 하지만 바우어스는 그동안 극우 인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gab.com 사이트에 평소에도 반유대주의 성향

의 글을 많이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극

단적인 반유대주의자에 의해서 벌어진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로 벌

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반유대주의

사실 미국에서 이런 반유대주의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번이 처

음이 아닙니다. 이전

에도 자주 일어났던 

일들이죠. 2차 세계대

전 이후 미국에서 고

개를 들기 시작했던 

반유대주의와 관련

된 사건 사고는 끊임

이 없었지만 최근 이

야기만 해 드리겠습니

다. 2016년 말에는 뉴

욕과 코네티컷의 유대

인 묘지들에 낙서가 

발견되었으며 2017년 

2월 20일에는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유대인 공동묘지에 있던 비석 170여 개가 파손되는 사건이 일어났

습니다. 2월 26일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유대인 공동묘지에 있던 

100개 가까운 묘지석이 훼손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에 미

국 10개 주의 유대인 주민센터 11곳에 폭탄 테러 협박 전화가 걸려

와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한 유대계 시민

단체 ADL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에 들어서며 미국의 반유대주의 

사건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2017년 1월에서 3

월까지 불과 3개월 사이에 미국에서 일어난 반유대주의 사건 발생 

수는 총 541건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2016년 같은 시기에 일어난 사

건에 비하면 86%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또한 미국 전역의 대

학 캠퍼스에서도 이 같은 유대 혐오 사건이 45% 증가했다고 합니

다.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

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의 정치, 경

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자리 잡고 활동하고 있

는 나라가 미국이 아닙니까? 그런 미국 땅에서 이렇게 반유대주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다른 나라들은 오죽할까요?

사탄과 반유대주의

반유대주의와 관련된 증오 범죄가 국가와 민족을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그저 가슴이 답답할 뿐입니다. 반유대주의는 단순히 유대인들을 

향한 적대감의 표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정

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죠. 반유대주의라는 이름 

뒤에 숨은 사탄의 몸부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

어서 그들에게 향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과격한 성격의 사람들이 

하는 것에 불과한데 그것을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장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창

세기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은 5일 동안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

을 창조하셨습니

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보시며 ‘보

시기에 참 좋았더

라’고 말씀하셨습

니다. 그리고 여섯

째 되는 날 하나님

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

게 명령하셨습니

다. ‘하나님이 그들

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

되 생육하고 번성

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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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직접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던 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스리라고 권리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과 권리를 부여받은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인간이 하나님과 밀접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랑

을 받고, 축복을 받고, 권리를 부여

받은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인간을 하나님으로

부터 멀어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결

국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범죄를 저

지르게 하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을 향

해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구원해 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바로 메시

아를 이 땅에 보내신다는 계획이셨

습니다. 그 메시아가 누굴까요? 창세

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

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

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

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

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자의 후손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입니

다. 왜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일까요?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

으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죠. 아브라함

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

고… 이런 식으로 누가 누구를 낳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

게 마태복음은 특이하게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

함이 이삭을 낳는다는 식으로 남자가 남자를 낳고 남자가 남자를 

낳고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동안 

족보를 설명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러서는 ‘요셉이 예수를 낳

는 것으로 설명되지 않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설명하

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여인의 후손을 메시아,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성경 말씀을 좀 더 보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기는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

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인류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서 여인의 후손이자 자신의 머리를 상하게 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

도가 이 땅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었습니

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리고 유대인의 혈

통으로서 이 땅에 오실 예정이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혈통인 유대민족의 씨를 말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반유대주의이며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그래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대민족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은 바

로 왕을 통해 유대민족을 홍해와 모

두 수장시키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만을 통해 유대민족을 모두 죽이

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마침내 유대 땅 베들레헴

에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

습니다. 헤롯은 이 어린 예수님을 죽

이려 했지만 그 역시도 실패했죠. 그

러다가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 위 십

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걸 보고 

아마도 사탄은 드디어 우리 인간들

과 하나님의 연결고리를 끊어 놓는

데 성공했다고 좋아했을 수도 있습

니다. ‘아 이제 메시아는 없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초라하고 볼품

없는 모습으로 죽어가지 않았는가?’ 사탄은 이렇게 좋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다시 올 것임을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와 맺은 약속은 메시아의 초림

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림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이죠. 구원

자로 태어나서 고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는 왕

으로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가 어디로 오

실까요? 바로 이스라엘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때엔 이 땅의 모

든 악의 세력과 사탄의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은 당연

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막아야겠죠. 중단시키기를 원하는 것입

니다. 어떻게 중단시켜야 할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우선 유대인들이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왜

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39절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

다.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

하기 전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는다고 하신 거죠. 그러니 예수

님이 다시 오지 못하게 하려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

을까요?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유대인들이 예수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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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주할 수 있을까요? 부끄럽게도 오랜 역사 동안 십자가의 이름

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유대인들은 핍박과 죽임을 당했습

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잔

혹하게 학살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2천 년 동안 불행하게도 인류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사탄의 일들이 저질러지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야 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

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사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시 오

실 예수님을 오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아니 

적어도 자기들의 수중에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유대인들과 이스

라엘 땅을 없애버리려는 사탄의 시도는 1,300년 전 마호메트라는 

아랍 청년을 통해 이슬람 종교를 만들게 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슬람은 전 세계에서 그 세력을 확장시키며 끊임없이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을 부르짖으며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을 하고 유대인을 

공격하는 반유대주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의 전 대통령 아흐마디 네자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지중해 앞바다에 수장시키

겠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현재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

네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지구의 암덩어리라고 하지 않

았습니까? 이래도 반유대주의가 사탄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

십니까? 반유대주의는 분명히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지난 역사 못지않게 

반유대주의 파도가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 부는 반유대주의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대한민국은 반유대주의에

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최근에 미국에서 일어난 이 반유대주의

자의 총격 사건이 보도로 알려지자 인터넷 뉴스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어야 마땅하지’, ‘유대인들은 자기들

이 한건 전혀 생각 안나나 보네, 참 잘했어요’, ‘히틀러 유대인 말

살 정책 하나는 참 맘에 들었는데…’, ‘왜 유대인들이 죽어야 한다

는 건지 유대인들은 생각해 봐야 할 듯’ 등 도저히 제 입으로 차마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의 끔찍한 글들이 인터넷에 도배되고 있습니

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도 없었고 이스라엘 역사

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관심도 없었으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

해 이유 없는 불신과 반감이 팽배해 있는 것은 대체 왜 그런 것일

까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나라가 이런데 국민이라

고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뿌리 깊은 증오의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

한 증오 이웃에 대한 증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증오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제 우리는 증오의 마음을 거둬

야 합니다. 유럽에서 반유대주의가 일어난다고 해서, 미국에서 반

유대주의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까지 그래선 안됩

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하나님께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

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반유대주의를 

더 부추길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인들을 더 많이 

죽이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의 왕 예

수님이 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반유

대주의적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

엘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유대주의 테러에 희생당한 유대인들

을 위로해 주십시오.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라

고 하셨잖습니까? 한국 사회와 한국 국민들 가운데 있는 반유대주

의가 사라지게 해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혼란에 빠

져 있습니다. 국가와 사회, 가정이 모두 혼란 속에 있습니다. 이 세

상에 등불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국가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사회가 회복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교회가 회복되며, 이스

라엘을 축복할 때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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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천 명의 유대인들

베잇 할렐 공동체는 지난 초막절을 기념해 갈릴리에서 복음 전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행사에는 이스라엘 각지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이 

천 명이나 모였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참석자들은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되

었고, 예수님이 사역하신 성지들을 방문해 그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전하신 말씀을 배웠습니다. 베잇 할렐 공동체의 소식에 따르면, 행사 내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강력했고, 참석자들이 모두 큰 감동을 받았다

고 합니다. 전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 현재 이 공동체는 행사 

참석자들의 근황을 파악하며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 그들이 믿음의 뿌

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기초’라는 제자 훈련 과정

을 시작해 20명 이상의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고, 이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새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훈련 과정

인 ‘베잇 할렐 패밀리 코스’가 특별히 부부와 가정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코스에는 이제 막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가정뿐만 아니

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들도 참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 신앙의 기초를 쌓았고, 메시아이시고 목자이신 예수님

에 대해 깊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참석자 대부분이 말씀을 통해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계속해서 주님에 대해 알아가고 싶

다는 열망을 보였습니다.

기도제목

●  이 공동체의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더 해주셔서, 참석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참석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곳에서 배우는 것을 모두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닮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베잇 할렐 공동체가 이러한 전도 행사를 계속 열 수 있도록, 주님의 지혜와 자원을 늘 공급해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
│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베잇 할렐 공동체   

 갈릴리 복음 전도 행사 &  
초정통파 유대인과   
시 당국으로부터 공격

- 원 포 이스라엘 
- 하스데이 예슈야 베두인 사역
- 안드레아 스터츠 가정
- 승리의 집 메시아닉 재활원

글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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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통파 유대인과 시 당국으로부터 공격 받는 

베잇 할렐 공동체

베잇 할렐 공동체는 최근 새 공동체 건물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두 명의 초정통파 유대

인이 이 새 건물에 몰래 침입해 건물을 훼손했습니다. 그들은 새 건물의 문, 창문, 벽 등 곳곳을 “선

교사는 국가적 위험이다”라는 낙서로 뒤덮었습니다. 이러한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공격은 실질적인 

재산 피해를 줬을 뿐만 아니라 정통 유대인들의 공격이 심화될 것이라는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

다. 베잇 할렐 공동체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모습이 담긴 CCTV 자료를 경찰에 넘겼고, 현재 경찰

은 두 명의 용의자를 식별해 조만간 경찰서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다만 경찰은 최대한 이 사건을 최

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해 베잇 할렐 공동체는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지만 확실한 

수사가 이뤄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베잇 할렐 공동체는 초정통파 유대인의 공격 이외에도 아쉬돗 시 당국으로부터도 부당한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베잇 할렐 공동

체는 공동체 건물 공사가 마무리 된 이후에도 새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쉬돗 시 당국이 새 건물에 대해 허가를 내리

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목사는 공사를 마무리한 후, 새 건물에 대한 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을 방문했지만, 그곳에서 허가를 받

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동체 건물마저 불법이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베잇 할렐 공동체는 이미 11년 전에 아쉬돗 시 당

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시 당국에서 갑자기 이 공동체의 경우, 기존에 있던 일반적인 허가 절차가 아닌 또 다른 특별한 절

차가 필요하다고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목사는 그러한 절차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고 시 당국의 조례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변호사와 함께 여러 기록을 살펴본 결과, 베잇 할렐 공동체는 지금까지 법을 준수해왔고, 공동체로서 존재

할 자격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도제목

●  아쉬돗의 경찰들이 공정하고 최선을 다해 수사하고 공권력이 올바르게 행사됨으로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더 이상 함부로 이 공동체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아쉬돗 시 당국에 공동체를 향한 호의와 주님의 공의를 부어주셔서, 공동체를 향한 압력을 거두고 하루빨리 새 건물에 대한 허가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베잇 할렐 공동체 성도들이 어려움 속에서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고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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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인 투어 가이드를 위한 메시아닉 세미나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백 1십만 명의 관광객이 이스라엘에 방문해, 사상 최

다 관광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이스라엘을 찾아준 만큼, 

그들을 안내해 줄 투어 가이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 원 포 이스라엘 소식에 따르면, 최근 이들이 이스라엘인 투어 가이드들을 

초청해 하루 동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투

어 가이드들을 집중적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반 가이드들도 이 세미나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미나에

서는 메시아닉 유대교와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아랍계 복음주

의 교회들, 마태복음 속 토라 이야기에 대해 다루었고 참석자들은 이 모든 주제

를 흥미롭게 들으며 적극적으로 강의에 임했습니다. 원 포 이스라엘의 세미나와 

참석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예수님을 믿지 않는 투어 가이드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 이스라엘과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을 깨닫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 세미나를 통해 투어 가이드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시고, 이스라엘을 여행하는 유대인과 이방인 관광객들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가르침을 전해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을 배운 아라드의 베두인 아이들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는 아라드의 네게브 사막에 거주하는 베두인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 번 이 공동체가 베두인 아이들을 위한 캠프

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이곳에서 어린이 캠프를 무사

히 잘 마쳤다며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이 어린이 캠프는 아라드 남부의 중립 지

역에서 5일간 이뤄졌으며 공동체 사역팀은 아이들과 게임을 하고, 미술과 공예

를 가르쳐주었고,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모

든 활동에는 예수님과 구원의 말씀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초막절 기간 

동안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는 특별한 행사를 열어 근처 캠프장에 여러 초막

을 세우고, 주변 이웃들을 초청해 식사를 제공하고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하스

데이 예슈아 공동체는 초막에서 나눈 모든 교제가 주님 안에서 잘 풀어질 수 있

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제목

●   캠프에 참석한 베두인 아이들이 그곳에서 체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망하고, 배운 이야기와 노래를 각자의 가정에 전함으로, 이 아이들에게 

심어진 복음의 씨앗이 베두인 가정과 마을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 부

탁드립니다.

●  이 공동체의 초막에 방문한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갖게 해주시고, 그들의 궁금증이 영적인 갈급함으로 변화되어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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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떠날 수밖에 없는  

메시아닉 가정

최근 한 이스라엘 시민권자의 이방인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이유로 시

민권 취득을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폴란드 출신의 아내와 두 아이를 책임지고 있

는 이스라엘의 평범한 가장, 안드레아 스터츠는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이

며, 원 포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성경 대학에서 교수로 섬기고 있습니다. 약 2년 전 

안드레아는 아내의 시민권 취득을 위해 행정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간

단히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절차는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조사와 함께 점점 더 

길어져만 갔습니다. 이에 대해 안드레아는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한 번은 네타냐

에 있는 이스라엘 내무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그곳의 책임자였던 

한 정통 유대인 여성이 저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괴롭힘을 받

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요.” 오랫동안 진행된 이스라엘 내무부와의 싸

움으로 인해, 현재 안드레아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을 떠나 폴란드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안드레아 가정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오랜 싸움 가운데 지치지 않고 계속 

이 싸움을 믿음 가운데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  이스라엘 내무부에 주님의 공의를 비춰주셔서, 모든 부당한 행위들이 근절되게 해주시고 공정하고 올바른 절차를 시행할 수 있도록 기도 부

탁드립니다.

●   안드레아 가정을 비롯해 시민권 신청을 거절당한 모든 메시아닉 유대인과 그 가정들이 하루 속히 시민권을 취득하고, 다시는 이러한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메시아닉 재활원을 찾은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승리의 집은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있는 케힐랏 하카멜 공동

체 소속의 재활원입니다. 최근 승리의 집은 기도 편지를 통해, 두 명

의 중독자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먼저, 에일랏에서 노

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승리의 집 스탭들의 권유에 따라 재활원을 

방문했고,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약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지

만 A씨는 재활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된 지금까지도, 그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숙

자 생활이 자신의 삶에서 가장 좋은 때였다며, 재활을 그만두겠다는 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밤 중에, B라는 한 남성이 승

리의 집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B씨는 몇 년 전 원래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었지만,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저버리고 말았

고 현재 이혼과 빚,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B씨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승리의 

집을 찾은 것입니다.

기도제목

●  A씨가 재활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의 마음과 몸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일깨워 주셔서 자신의 상태와 죄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B씨가 승리의 집에 머물면서,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돌파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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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 예정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대통령 당선인은 이스라엘에 있는 브라질 대

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보우소나루는 

이스라엘이 독립국인 것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한

다”고 말했다. 보우소나루는 선거 기간 동안 대사관을 옮기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대사관 이전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신속하게 새로 

당선 된 보우소나루의 승리를 축하하며 대사관에 대한 그의 결정

을 “역사적이며 옳은 기쁜 조치”라고 칭찬하며 감사를 표현했다. 

브라질이 대사관 이전을 이전하면 미국과 과테말라를 잇는 세 번

째 국가가 될 것이다. (FOX)

Brazil to move embassy to Jerusalem
The newly elected president of Brazil, Jair Bolsonaro, an-
nounced that he intends to move the Brazilian embassy in 
Israel to Jerusalem. Bolsonaro expressed that “Israel is a 
sovereign state and we shall duly respect that.” Though he 
promised to move the embassy during his campaign, this was 
the first announcement of the move since his election. Net-
anyahu quickly responded by congratulating Bolsonaro on his 
victory and praising the embassy decision as “a historic, cor-
rect and exciting step!” The move will make Brazil the third 
country, behind the US and Guatemala, to make the move. 
(FOX)

11월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글 이고은

    

대사관 이전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성공적으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despite opposition, Brazil will accept the sover-
eignty of Israel and successfully relocate the embassy to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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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스라엘과 중동 연결하는 철도 지지
이스라엘 교통부 및 정보부 장관인 이스라엘 카츠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와 걸프 국가들 사이에 철도를 건설하기 

위한 프로젝트 “지역 평화 궤도” 계획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

기 위해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가 전혀 없던 이슬람 국가 오만을 방

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계획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에 대한 미국의 평화 계획의 흐름을 따른다는 의미로 처음으

로 긍정적인 지지를 표했다. 카츠 장관은 이번 일정을 통해 오만 의

회에 연설하는 최초의 이스라엘 장관이 된다. 카츠 장관은 이번 방

문과 같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지역의 실리적인 국가들과 이스라

엘 간의 관계 강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JP)

US backs rail linking Israel    
to Middle East
Israeli Minister of Transportation and Intelligence Israel Katz 
made a historical visit to Oman, a Islamic nation with no ties 
to Israel, to present details about a plan called “Tracks for 
Regional Peace” to construct a railway between Israel, Jor-
dan, Saudi Arabia and the Gulf. The plan was back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the first time with hints that it is in 
line with the US peace plan for the Israeli-Palestinian con-
flict. Katz will be the first Israeli minister to address Oman’s 
congress and participate in its panels. Katz said that the visit 
and successive moves would promote the strengthening of ties 
between “pragmatic states in the region.” (JP)

2018.11.13 화/Tue 

가자에서 발사된 370여발의 로켓으로 1명 사망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영토에 370발의 로켓을 발사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목표물 100여 곳을 하룻밤 

사이에 공습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에도 불구하고 가

자 지구에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을 발사되었으며 오

히려 공격이 더욱 증가되었다. 가자 지구에서 발사한 한 로켓이 아

슈켈론에 있는 한 주택에 떨어지면서 40세의 팔레스타인 남성 노

동자가 사망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로켓 방어 시스템은 370개

의 로켓 중 백여 개를 공중에서 파괴했고 나머지 로켓은 사람이 없

는 곳에 떨어졌다. 월요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53명의 이

스라엘인이 다쳤고 27명이 스트레스 관련 증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HAA)

One killed as Gaza launches    
370 rockets towards Israel
Israel struck over a hundred Hamas and Islamic Jihad targets 
overnight on Monday in response to Gaza launching some 
370 rockets into Israeli territory. Gaza not only continued but 
increased its rocket attacks overnight with more intensity. A 
40-year old Palestinian man was killed after a house was hit 
by a Gazan rocket in the city of Ashkelon, Israel. Israel’s Iron 
Dome defense system intercepted around 100 of the 370 rock-
ets and most of the others landed in open areas. It was estimat-
ed on Monday night that 53 Israelis were injured overall and 
27 people are suffering from stress related symptoms. (HAA)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짐으로 정상화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for continued communication lines to open up 
between Israel and its neighbors in the region for a more 
normalized relations in the near future. 

    

하나님께서 가자 지구에서 시작되는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Pray for God to protect the nation of Israel and its people 
from these violent attacks from G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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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4 수/Wed 

리버만 국방부 장관, 가자와의 휴전 이유로 사임
이스라엘의 아비그도르 리버만 국방부 장관은 화요일 오후 이스라

엘이 가자 지구와 정전 협상을 한 것에 대해 이것은 “테러에 굴복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퇴를 선언했다. 리버만 장관은 이

전부터 계속해서 하마스에 대한 군사 행동 강화를 요구해왔고 이

스라엘과 가자 지구 간의 휴전에 대한 노력에 반대해왔다. 최신 보

도에 따르면 가자 지구에서 시작된 이번 로켓 공격으로 인해 8명이 

사망했다. 또한 리버만 장관은 사퇴를 선언하면서 자신이 속한 이

스라엘 베이테누당의 연립 여당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네타

냐후 총리의 연립 여당은 120명의 의회 의석 중 61석만을 차지하

며 세력이 약화되었다. (BBC)

Avigdor Lieberman resigns over  
Gaza ceasefire 
Israel’s defense minister, Avigdor Lieberman resigned over Is-
rael’s decision to accept a ceasefire with Gaza on Tuesday af-
ternoon, saying the move was “surrendering to terror.” He has 
consistently called for tougher military action against Hamas 
and has opposed ongoing efforts towards a ceasefire between 
Israel and Gaza. Latest updates recorded eight people killed 
during the attacks. Lieberman also announced upon his exit 
that his right-wing Yisrael Beiteinu party will leave the rul-
ing coalition, weakening Netanyahu, who will now only have 
61 out of 120 parliamentary seats. (BBC)

2018.11.15 목/Thu

이스라엘, 아랍계 기독교인을 대사로 임명
이스라엘 외무부는 최초로 아랍계 기독교인 조지 디크를 이스라엘

의 아제르바이잔의 차기 대사로 발표했다. 디크는 2008년부터 외

무부에서 근무해왔고 노르웨이와 나이지리아 대사관에서 부국장

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유발 로템 사무총장의 수석 고문으로 근무

하고 있는 뛰어난 외교관이다. 디크가 대사로 활동하게 될 아제르

바이잔은 이란과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이스라엘 석유 공급량의 

약 4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매우 중요한 무슬

림 국가이다. (JP)

Israel appoints first Christian-Arab   
ambassador 
On Thursday, the Israeli Foreign Ministry announced that 
George Deek would be Israel’s next ambassador to Azerbai-
jan. Deek is not only a highly acclaimed diplomat currently 
serving as senior advisor to Director-General Yuval Rotem, 
but he will also become Israel’s first ever Christian Arab am-
bassador. Deek has served in the Israeli government since 
2008 as deputy head of mission at the embassies of Norway 
and Nigeria. Azerbaijan is a Muslim-majority country that is 
extremely important to Israel as it shares a border with Iran 
and supplies around 40% of Israeli’s oil. (JP)

    

이스라엘 사회와 정부 내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모습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Christians within Israeli society and government 
would represent both Israel and Jesus Christ in a win-
some and truthful way.

    

이스라엘 정부와 지도자들의 모든 결정이 유대인들이 예슈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every decision by the government and leaders of Israel 
would be used by God to open opportunities for the Jewish peo-
ple to acknowledge Yeshua as the true chosen king of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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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8 일/Sun 

네타냐후, 조기 선거 절대 반대
가자 지구와의 정전 협상으로 아비그도르 리버만이 사임하고 그의 

정당이 현재 우익 다수당 연합에서 탈퇴한 뒤, 연합 내의 다른 당들

이 내년 조기 선거를 개최하기 위한 투표에 찬성을 할 움직임을 보이

고 있다. 일요일 밤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연합당 의원들의 무책

임함과 이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며 비난했다. 그는 이

스라엘의 현재 “복잡한 안보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부를 무너뜨리

고 선거를 치르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최근 

가자 지구 휴전에 대한 많은 시민의 좌절감을 언급하며 대중에게 공

개할 수 없는 사실들이 있으나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 

시키며 “이를 꼭 실행할 것”이라고 국민을 확신시켰다. (JP)

Netanyahu speaks against possible 
early elections
Following the resignation of defense minister Avigdor Lieberman 
and the exit of his party from the current right-wing majority co-
alition, it seems the remaining majority could vote to hold an early 
election next year. In a televised statement on Sunday night, Net-
anyahu accused partners within the one-seat majority of being ir-
responsible and acting for personal gain. He said that in light of Is-
rael’s current “complex security situations” it is “irresponsible” to 
topple a government and hold an election. He addressed frustrations 
about the recent ceasefire with Gaza but assured the public that de-
spite facts he would not reveal, he had “a clear plan... And we will 
do it.” (JP)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모든 중대한 결정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지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every pivotal decision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advancement of God’s kingdom in the land of Israel.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통치자와 권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땅과 

민족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every principality set up against the nation and 
people of Israel would be stripped of its power and  
legitimacy. 

2018.11.16 금/Fri

미국, UN에서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점유 변호
니키 헤일리 미국 대사는 유엔 총회에서 미국은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점유 종식을 촉구하는 연례 유엔 결의안에 처음으로 반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매년 투표로 통과되는 이 결의안은 골란 고원

에 대한 이스라엘의 관할권을 “무효”로 규정하고 국제법 위반이라

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 이전의 미국 행정부는 이 결의안에 기

권해왔다. 그러나 헤일리 대사는 “이스라엘에 대한 명백한 편향이 

있다”며 이스라엘을 옹호했으며 시리아 정권의 잔학 행위는 누구

에게도 적용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골란 고원을 시리아

에 반환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GUA)

US defends Israel’s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US Ambassador Nikki Haley announced that the US would, 
for the first time, oppose an annual UN resolution that calls 
for Israel to end its occupation of the Golan Heights. The reso-
lution calls Israel’s jurisdiction of the area “null and void” and 
a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Previous US administrations 
have abstained from the resolutions. However, Haley defended 
Israel saying “the resolution is plainly biased against Israel,” 
and argued that giving the land back to Syria is not an option 
given the “atrocities of the Syrian regime continues to commit 
prove its lack of fitness to govern anyone.” (G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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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누카가 무엇인가요?

하누카가 무엇인가요? 
예루살렘에 수전절(하누카)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요 10:22~23)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누카 때 예루살렘에 계셨다고 말하고 있다. 하누카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절

기는 아니지만 유대의 절기 중 하나이다. 하누카는 출애굽기에 나온 7개의 가지 대신 9개 가지를 가진 촛대와 도넛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알

고 보면 이 절기의 뿌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성경적이다. 

하누카 스토리 ●●●●●●●●●●●●●●●●●●●●●●●●●●●●●●●●●●●●●●●●●●●●●●●●●●●●●●●●●●●●●●●●●●●●●●●●

하누카에 대해 알고 있는 이야기는 바로 이

것일 것이다. B.C.165년에 마카비가 유대 

지역을 탄압하는 헬라 정부 셀류쿠스 왕조

에 대해 투쟁을 벌여 성전을 탈환하고 재봉

헌할 때, 성전의 메노라를 밝히기 위한 기름

이 너무나 작은 양만 남아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초자연적으로 8일 동안 꺼지지 않고 성

전을 밝혔다는 이야기 말이다. 전 세계에 있

는 유대인들은 이 기름의 기적을 기념하며 

‘수부가니아’라고 불리는 도넛, 감자튀김 같

은 기름기가 가득한 음식을 먹는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팽이를 돌리며 노는데 이 팽이

의 각 면에는 ‘큰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다’

라는 문장의 첫 글자가 쓰여있다. 하지만 이

스라엘에서 쓰는 팽이에는 ‘큰 기적이 여기

에서 일어났다’라고 쓰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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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이 일어났다! ●●●●●●●●●●●●●●●●●●●●●●●●●●●●●●●●●●●●●●●●●●●●●●●●●●●●●●●●●●●●●●●●●●●●●●

알렉산더 대왕이 B.C. 329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하며 헬라 제국은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토라를 공

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할례를 금하고, 성전

에서 돼지고기를 제물로 바치는 등 유대인

들을 핍박하고 제한하였다. 이뿐만이 아니

라 유대인들에게 돼지고기를 먹도록 강요하

기도 하였는데 특히 이 조치가 이스라엘 사

람들의 분노를 터트리게 하였고 마카비 가

문은 유대인들을 모아 혁명을 일으켜 헬라 

정부에 맞서 승리를 거두게 된다.  

이들은 먼저 헬라 제국이 섬기는 우상들로 

도배되어진 성전을 깨끗이 하고 재봉헌을 하

기로 한다. 메노라가 계속 성전을 밝히게 하

기 위해서는 정결한 기름이 필요했는데 남아 

있는 기름은 하루 분량밖에 되지 않았고 규

례에 맞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선 7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양

의 기름은 8일이나 메노라에 빛을 공급했고 

그동안 충분한 양의 기름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이들은 성전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고 질서를 바로잡았다. 

빛의 근원이신 예슈아 ●●●●●●●●●●●●●●●●●●●●●●●●●●●●●●●●●●●●●●●●●●●●●●●●●●●●●●●●●●●●●●●●●●

하누카 촛대의 가지가 7개가 아닌 9개인 이

유는 위의 사건에 나온 것처럼 8일 동안의 

기적과 다른 촛대에 불을 붙이는데 쓰이는 

샤마쉬(servant light)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슈아를 사랑하는 

우리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바로 세

상의 빛이신 예슈아께서 바로 하누카 촛대

의 샤마쉬라는 것, 그리고 이날은 그분의 성

전인 우리를 예슈아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누카는 8일 동안 이어지며 창가에 놓여진 

하누카 촛대의 9가지에 매일 초를 꽂아 밝

힌다. 하누카가 있는 키슬레브월의 마지막 

주가 되면 유대인들은 게임을 즐기고 아이들

에게 선물과 간식, 도넛을 나누어주며 이날

을 기념한다. 

주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

제2성전이 재건될 당시 쓰여진 학개서 2장

에 보면 하나님께선 그분의 백성들에게 특정

한 날을 말씀하시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신

다. 이날은 바로 유대력으로 아홉째 달인 키

슬레브월 24일이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이 

날에 대해 말씀하신다.

-  다리오 왕 제이년 아홉째 달 이십사일에 여

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0절) 

-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이

십사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

터 기억하여 보라 (18절)

-  그 달 이십사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

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0절)

키슬레브월 24일이 하누카가 시작되기 하

루 전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성전의 봉헌

과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

게 약속하신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부정하게 만

드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시고 학개 선지

자는 이에 바른 대답을 한다. 그러자 하나님

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나쁜 소식을 전하

신다.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

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

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지

만 하나님께서는 풍성함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신다. 학개서 1장에서 하나

님께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뒷전으로 한채 자신들

의 집을 짓는데 급급한 모습을 말씀하신다. 

그러는 와중 하나님의 성전은 잊혀지고 무시

되고 있었다. 하지만 성전이 다시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분의 축복

을 가져오신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자! 하나님께서는 

항상 신실하시며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으시며 

우리를 축복하길 원하시는 분이다. 성전

을 거니셨던 예슈아는 죄가 없으셨으나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그

분이 하누카를 지키셨듯이 우리도 우리 

삶이라는 성전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누

카를 기념할 수 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삶의 성전을 채워 주시옵소서! 

기사출처 : https://www.oneforisrael.org

예슈아를 따르는 유대인과 아랍인들로 구성된 One for Israel은 메시아닉 선교단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수업하는 성경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27하누카가 무엇인가요?



유대 역사 속의 12월 

유대 역사 속의

1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일

폴란드 유대인들

에게 ‘다윗의 별’ 

팔찌를 차도록 

강요 (1939)

2일

미국 

로드아일랜드주 

뉴포트시에 있는 

투로 회당 헌당식 

(1763)

3일

폴란드 유대인들, 

우체국 출입 금지 

명령 (1939년)

4일

포르투갈 

마누엘 왕, 

유대인 추방령 

서명 (1496)

5일

이스라엘방위군

(IDF), 

아랍-이스라엘 

전쟁 중 네게브 

사막 점령을 위해 

아싸프 작전 개시 

(1948)

6일

미국 유대인 

25만명, 

러시아 유대인들에 

대한 지지 표명 

위해 워싱턴에서 

행진 (1987)

7일

홀로코스트 중 

목숨을 걸고 

유대인들을 구한 

“의로운 이방인” 

스웨덴 외교관 

페르 앙게르 출생 

(1913)

8일

미국 유대인 

지도자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반히틀러 행동 

요구 서한 발송 

(1942)

9일

가자에서 대규모 

봉기로 제1차 팔

레스타인 인티파

다 촉발 (1987)

10일

에후드 바락 

이스라엘 총리, 

사임서 제출 

(2000)

11일

히틀러, 미국에 

전쟁 선포 

(1941)

12일

나치 지도자 

히틀러, 인종 

교배 실험장 

“레벤스보른” 

설립 (1935)

13일

야세르 아라파트, 

UN에서

팔레스타인 

테러 포기 선언 

(1988)

14일

이스라엘 크네셋, 

골란 고원 합병 

투표 (1981)

15일

아돌프 아이히만, 

반인륜 범죄로 

사형 구형 

(1961)

16일

스페인 정부, 

1492년 유대인 

추방령 무효 선언 

(1968)

17일

UN, 세계기구 중 

유일하게 

홀로코스트 당시 

독일의 행동 비난

(1942)

18일

유대인이자 

영화 감독인 

스티븐 스필버그 

출생 (1946)

19일

자메이카 통치 

위원회, 

유대인에게 

평등권 부여 

(1831)

20일

제2차 

아우슈비츠 재판, 

프랑크푸르트 

개회 (1963)

21일

영국 최초의 

유대인 총리 

벤자민 디즈라엘리 

출생 (1804)

22일

나프탈리 헤르츠 

임베르, 

이스라엘 

국가가 된 

“하티크바” 작사 

(1878)

23일

클린턴 대통령,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구상 제시 

(2000)

24일

유대인 하원 의원

이었던

에이브러햄 

제이콥 멀터 출생 

(1900)

25일

포그롬 중 

폴란드의 체스토

코바 대회당 파괴 

(1939)

26일

이스라엘의 영웅 

스파이 엘리 코헨 

출생 (1924)

27일

IDF, 하마스에 

“캐스트 레드 

작전” 개시 

(2008)

28일

IDF, 베이루트 

공항 급습 

“선물 작전”

개시

29일

노벨상 수상자 

브루스 보이틀러 

출생 (1957)

30일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살 

(1066)

31일

유명한

나치 사냥꾼

시몬 비젠탈 출생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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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2월 20일

5년 반의 준비 끝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된

아우슈비츠 재판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 선언으로 연합국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독일

인들의 처벌을 피해국가에 넘기기로 결정한다. 이로써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

소와 연관된 독일인들은 폴란드로 보내진다. 1947년 4월 2일 아우슈비츠 수

용소의 총책임자인 루돌프 회스(Rudolf Höss)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아우슈비츠 1호와 근접한 곳에 세워진 교수대에서 죽음을 맞이

한다. 이후 폴란드 크라코우에서도 재판이 열렸으며 총 23명의 나치 친위대 

대원들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중 21건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졌으면 수용소

의 의사였던 나머지 2명, 요한 폴 크레머(Johann Paul Kremer)와 아서 브라

이트이거(Arthur Breitwieser)는 감옥에 투옥되었다. 아우슈비츠와 관련하

여 크고 작은 재판들이 폴란드에서 연이여 열렸으며 약 617명이 재판을 받았

고 그중 34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재판은 남녀를 불구하고 아우슈비츠에서 일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

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아우슈비츠 박물관의 역사가는 아우슈비츠에 있었

던 나치 친위대의 숫자가 1941년엔 약 7백 명, 1942년엔 2천 명, 1944년 4월

엔 3천 명이었으며 1945년 1월에는 아우슈비츠 철수와 함께 절정을 이루어 

4,415명의 남성 나치 친위 대원과 71명의 여성 나치 친위대 감독관이 있었다

고 설명한다.    

아우슈비츠에 있었던 남성 나치 친위 대원들은 폴란드 뿐 아니라 다른 나

라에서도 재판에 회부되었다. 영국과 미국, 소련, 프랑스, 체코에서 11개의 재

판이 열렸으며 징역형부터 사형선고까지 총 24건의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베

르겐-벨젠 강제수용소에서 일어난 대량 학살 사건 재판에선 아우슈비츠에서 

저질러진 전쟁 범죄도 포함되어 판결이 내려졌는데 1945년 1월 18일 아우슈

비츠가 철수하면서 대다수의 나치 친위 대원들이 베르겐 수용소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소련에서 열린 군사재판에 대한 자료는 현재 수집할 수가 없다. ‘이

게 파르벤(IG Farben)’과 ‘크루프(Krupp)’라는 전범 기업에 대한 재판 또한 아우슈비츠에 대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 기업이 

아우슈비츠의 수감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했기 때문이다. 아우슈비츠의 화장장을 만든 브루노 테쉬(Bruno Tesch) 또한 독일의 함부

르크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또한 아우슈비츠에 독가스를 공급한 기업 데게슈(Degesch Company)의 총 지배인인 게르하르트 페터스

(Gerhard Peters)도 프랑크푸르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960년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기록된 재판은 아우슈비츠에 있던 7명의 나치 친위 대원과 수감자 출신으로 아우슈비츠의 

직원이 된 몇몇 사람들에 대한 것 뿐이었다. 독일 법원은 수용소의 생존자들의 항의와 나치 범죄자들의 기소를 위해 새롭게 세워진 기관

의 조사로 인해 1958년이 되어서야 아우슈비츠 문제에 대한 조직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1960년 11월 독일 뮌스터에서 처음으로 독일 법

정에 세워진 사람은 수용소의 의사였던 크레머였다. 그는 이 재판에서 10년 형을 받았지만 이미 폴란드에서 치러진 재판 결과에 따라 형

을 치르고 나온 것이 참작되어 더 이상 형을 살진 않았다. 

1963년 12월 20일 5년 반의 준비 끝에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된 아우슈비츠 재판은 183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1965년 8월 

20일이 되어서야 끝났다. 기소된 사람들 중 6명이 종신형을 받았으며 3명은 무죄판결, 2명은 건강 문제로 풀려났으며 나머지는 약 3년

에서 14년 사이의 형량을 구형 받았다. 이들은 연방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각됐다. 주요 재판이 모두 완료된 후 

1965년 12월 14일 두 번째 아우슈비츠 재판이 3명의 피고를 대상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1966년 9월 16일까지 열렸고 그 후 3번째 

아우슈비츠 재판은 1967년 8월 30일에 시작해 1968년 6월 14일에 끝났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근무했던 

사람 중 15%만이 재판에 회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율은 다른 어떤 수용소에 대한 재판 보다 높은 수치로서 이는 홀로코스트의 중심

인 아우슈비츠라는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기소된 전 나치 대원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나치 대원들

아우슈비츠 재판

29유대 역사 속의 12월 



지난 11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11월 프로그램 리스트 (10/31~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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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메시아닉 유대인이 보는   
부활절과 성탄절 

배리 루빈

11/14

무너져 가는 한국의    
다음 세대를 살리는 방법  

이윤석 목사, 최영우 이사

11/7

예루살렘에 세워진   

중동 최초의 교회를 아십니까? 

알렉스 제이콥

11/21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영적 전쟁을 돕는 영국의 기도 편지   

데릭 라우스 목사

10/31

-  이스라엘군, 하마스 시설 80곳 공습 

…‘로켓 30발 공격에 대응’

-  이스라엘 총리, 20년 만에 오만  
방문 ‘이스라엘 국가 인정’

-  시리아, 화학 무기 공장 인근 
S-300배치 … 이 ‘수용 못 해’

11/14

-  이스라엘 특수부대, 가자지구 공습 

…‘하마스군 사령관 사살’

-  가자지구 내 무장단체, 이스라엘로 
발사체 300발 발사

-  하마스, 이스라엘군 수송 버스에 대
전차 로켓 발사…‘1명 부상’

11/7

-  미 행정부, 대이란 2단계 제재 발효 

…이스라엘 ‘환영’

-  브라질 대선 당선자 “대사관   
예루살렘으로 이전 할 것”

-  펜스 부통령, 피해자 기도 위해  
메시아닉 랍비 세워 논란

11/21

- 이스라엘 리쿠드 연립정부 붕괴 위기

-  리버만 국방장관    

‘하마스와 휴전은 테러에 항복한 것’

-  북, 시리아 정부에    
여전히 화학무기 판매 중

11/7

-  예수님을 믿는 자    
이스라엘을 떠나라

11/21

-  유대 전통적 삽화가 담긴   
성경 출시 예정

-  브엘세바의 중독자들과   
재활 사역을 위해서

-  회복 출연자,    
요야김 목사 가정의 근황

11/7

트럼프와 마크롱의 정면 대결 이유는?

11/21

적그리스도 누구일까?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10/31

또 다시 발생한    
끔찍한 반유대주의 테러

11/14

한국은 아직도
이란의 환상에 젖어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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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  하마스의 전면 공격을 경고한   
이스라엘

-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쇼기 피살설

-  터키에서 2년 만에 석방된   
미국인 목사와의 인터뷰

11/14

-  사우디 왕세자 빈 살만과 아랍 에미
레이트의 왕세자를 만난 미국의  
복음주의 리더들

-  피츠버그 회당 공격을 유발한   
증가하는 반유대주의 

- 예루살렘 시장 니르바르캇 사임

11/7

-  이스라엘에 우정을 표한   
신임 주 이스라엘 과테말라 대사

-  터키 감옥에서 고난을 겪은 앤드류 
브룬슨 목사 인터뷰

-  테러 막은 영웅들을 고문한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11/21

–  미국 중간선거가 이스라엘에 미치는 
영향 

-  중동의 최후 방어선을 지켜내는  
아랍 기독교인들

-  매년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이는 에티오피아 유대인

10/31

마태복음 8장

10/31

제5강 - 헤이 ה

11/7

마태복음 9장

11/7

제6강 - 바브 ו

11/14

마태복음 10장

11/14

제7강 - 자인 ז

11/21

마태복음 11장

11/21

제8강 - 헤트 ח

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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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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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

원수를 용서하고 얻은 참 자유 
요나단

11/14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겠구나
리아트

11/7

내가 격렬하게 거부한 예수가 
내 아들을 치유한 예슈아라고?

리치

11/21

넌 히틀러보다 더한 짓을 했어!   
제프

브래드TV 11월 프로그램 리스트

마크 빌츠의
히브리어

알파벳 

10/31

God’s miracles during the 2014 
Ebola Outbreak 

Bill Coger

11/14

You Bring the Bagels, I’ll Bring 
the Gospel

Barry Rubin

11/7

A New Spirit : 
Israel's first faith-based film

Jacob Damkani

11/21

교회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최정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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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리포트는 매달 2~3째 주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시면 반드시 연락주세요.

그 옛날 서양에서는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에 자갈을 깔고 아스팔트를 깔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 Brad였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던 길에 도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Brad ministries는 이스라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관심을 갖게 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을 향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도로를 넓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사람들,

Brad Ministries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