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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버지타 벡슬러 

이스라엘로 브래드쇼
촬영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시리아에서 
공개적으로 이란 공격

브래드 브리핑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브라질 대통령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지난 2개월은 저희에게 그야말로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간과도 같았습니다. 지난

해 7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경기도 일산에 3층짜

리 사옥을 마련해 이전해 온 이후로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는 저에게 가장 큰 미션이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 1백 개의 좌석이 마련된 극장 겸 세미나

실에 금년 1월 8일부터 2달간 진행되는 브래드 아카데미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죠.

우선 저는 브래드 아카데미를 통해 기존의 이스라엘 관련 세미나와는 분명히 다른 방법

으로 이스라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로 배우는 히브리어, 영화로 보는 이스라

엘 역사, 샤밧 체험, 유대인에게 배우는 이스라엘 전통 댄스, 이스라엘의 현재와 미래, 재미

있는 성지발굴 이야기, 테필린 교육 등 12개의 주제를 정하고 각기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

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를 먼저 선정하고 주제를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강의 주제를 먼저 정하고 그에 맞는 강사

를 선정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2명의 강사 중에 4명을 과감하게 유대인으로 선정했습니다. 그중에는 주한 이스라엘 부대사

도 있었고 또 이번 아카데미를 위해 이스라엘에서 직접 초빙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얼마나 수강자들이 등록을 할까? 요즘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던데... 믿음이 부족했

던 저는 아카데미 정원을 40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반응은 뜨거웠고 등록 문의가 이어지면서 얼마 가지 

않아 정원을 넘어서고 대기자를 받아야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어쩔 수 없이 50명으로 정원을 늘려야 했습니다.

브래드 아카데미에 참석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두 번씩, 한번 강의에 3시간씩 진행되는 강의 일정을 거의 빠짐없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워서 부랴부랴 브래드TV 사옥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찾아오는 장면은 그야말로 쓰나미 같았습니다. 

강의가 끝나면 그 자리를 떠나기가 아쉬워 한참이나 머물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손을 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있었고 어떤 분

들은 떡과 과일을 사와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카풀을 자처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또한 강의 내용과 진행방식에 대해서 

모두 만족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강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깊은 관심과 애정이 있는 분들만 모여 강의를 들으니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다며 만족해하셨습니다. 

아카데미가 진행되던 지난 2개월은 저희에게 엄청난 성령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기

도와 응원이 시간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저희 브래

드 미니스트리는 이번 1기 브래드 아카데미 진행을 통해 얻게 된 여러 가지 교훈과 경험을 바탕으로 곧 2기를 준비할 예정입

니다. 그리고 좀 더 특별하고 절실한 주제를 선정해서 강사진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번 아카데미에는 여러분도 동참하고 

얼굴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개월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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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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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밧 26 2 쉐밧 27

3 쉐밧 28 4 쉐밧 29 5 쉐밧 30 월삭 6 아달 I 1 월삭 7 아달 I 2 8 아달 I 3 9 아달 I 4

10 아달 I 5 11 아달 I 6 12 아달 I 7 13  아달 I 8 14 아달 I 9 15 아달 I 10 16 아달 I 11

17 아달 I 12 18 아달 I 13 19 아달 I 14 20 아달 I 15 21 아달 I 16 22 아달 I 17 23 아달 I 18

24 아달 I 19 25 아달 I 20 26 아달 I 21 27 아달 I 22 28 아달 I 23

2월 쉐밧 & 아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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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짜붸 (명령하여) 출 27:20~30:10 / 겔 43:10~27 / 막 4:35~5:34

봐야크헬 (모으고)_ 출 35:1~38:20 / 왕상 7:40~50 / 고후 9:6~11 / 막 6:14~29

키 티사 (들어올릴 때에)_ 출 30:11~34:35 / 왕상18:1~39 / 마 9:35~11:1

테루마 (예물)_ 출 25:1~27:19 / 왕상 5:12~6:13 / 고후 9:1~15 / 마 12:46~13:5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아달 I 24 2 아달 I 25

3 아달 I 26 4 아달 I 27 5 아달 I 28 6 아달 I 29 7 아달 I 30 월삭 8 아달 II 1 월삭 9 아달 II 2

10 아달 II 3 11 아달 II 4 12 아달 II 5 13 아달 II 6 14 아달 II 7 15 아달 II 8 16 아달 II 9

17 아달 II 10 18 아달 II 11 19 아달 II 12 20 아달 II 13 21 아달 II 14 22 아달 II 15 23 아달 II 16

24 아달 II 17 25 아달 II 18 26 아달 II 19 27 아달 II 20 28 아달 II 21 29 아달 II 22  30 아달 II 23 

3월 아달I & 아달II

봐야크헬 (모으고)_ 출 35:1~38:20 / 왕상 7 : 40~50 / 고후 9:6~11 / 막 6:14~29

봐이크라 (부르시고)_ 레 1:1~6:7 / 사 43:21~44:23 / 막 7:1~30

쉐미니 (여덟째)_  레 9:1~11:47 / 겔 36:16~38 / 막 9:2~13 / 히 7:1~19

짜브 (명하여)_ 레 6:8~8:36 / 렘 7:21~8:3, 9:23~24 / 막 7:31~9:1 / 히 7:24~8:6

페쿠데 (물자목록)_ 출 38:21~40:38 / 왕하 12:1~17 / 요 6:1~71 / 히 1:1~14

31 아달 II 24

설날

삼일절

부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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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감독과 함께 떠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다녀와서

2018년 11월 15일부터 23일까지 올리브 코스로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다녀온 정대식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인 이스라엘을 다

녀온 저와 저의 가족은 시도 때도 없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온 마음을 적시고 있습니다. 이번 이스라엘 회복 순례

를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이스라엘로 향하다

2019년, 올해로 제 나이는 45살입니다. 저희 부부는 지금까지 남들은 

다 가봤다는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이들도 마찬

가지입니다. 저희는 중학교 2학년 아들과 초등학교 5학년 딸, 그리고 7살 

딸아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되돌아보면 정말로 숨 가쁘게 앞만 보

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오랜 시간 교제해 오던 지인을 통해 브

래드TV를 알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로 온 가족이 이번 회복 순례의 올리

브 코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행은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

운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이 순전히 이루어지도록 소원하며 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하루는 

시차 적응을 하느라 쉬는 게 쉬는 것 같지 않았지만 호텔이며 식사 등 모

든 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잘 준비된 여행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습

니다. 여행의 모든 코스를 감독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셨고, 현지 선교사님

께서 모든 코스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성경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함께 했던 50여 명의 팀원 모든 분들도 서로를 배려해 주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

린 자녀들이 여행 기간 동안 건강히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

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슈아 안에서 한 형제인 메시아닉 유대인

회복 순례 동안 느꼈던 감동적인 일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닉 유대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여행을 가기 전에 영화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 메시아닉 유대인 

성도들에 대해서 보고 듣긴 했지만 사실 이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고, 

우리가 왜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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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과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메시아닉 

유대인 성도들을 일으키고 계시다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예

언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메시아닉 유대인 성도들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실제로 상상할 수 없

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잃지 않고 끊임없

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의 나태함과 게으름을 회

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슈아께서 거니신 광야와 갈릴리 호수 

두 번째는 유대 광야와 갈릴리 호수에서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2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땅에서 변한게 없는 것은 산과 바다일 것입니

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 광야와 갈릴리 호수에서의 시간은 너무나도 감동

적이고 특별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유대 광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광야 하면 사막의 모래와 뜨거운 뙤약볕이 있을 것이라고 생

각했는데 막상 광야에 도착해보니 모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높은 계곡에

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는데 우후죽순 튀어나온 산등성이가 신기하고 광활

하게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광야 산지, 나무나 풀 한 포

기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광야였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나 금식 기도를 하시며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해

지시는 시간을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제 마음이 저절로 숙연해졌습니다. 성

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갈망

하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묵상하며 주님의 임재에 잠기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이틀 밤을 지내는 시간 역시 너무나도 감동적이었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벽 일찍 해변을 거닐면서 주님께

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던 그 상황을 상상해 보면서 저 또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

지 않습니까?’라고 주님께 대답했던 기억이 제 가슴을 지금도 두근거리게 합니다. 금방이라도 주님께서 뒤에서 제 등을 감싸 안으며 저를 

안아주시는 듯한 포근함과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이스라엘

여행 마지막 날, 저는 물론이고 아내와 자녀들 모두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할 정도로 이번 여행은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하

고 감동적인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지금도 여전히 갈릴리 호수 위 배 안에서 들었던 배송희님의 ‘내가 꿈꾸는 그곳은’

찬양을 들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배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

하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씀하셨

는지 가슴 깊이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을 계속

해서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고,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성

경의 수많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복 순례 여행을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짧은 소감이 다음 여행을 준비하고 계획하

신 모든 분들에게 놀라운 기대와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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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이스라엘로 브래드쇼 촬영을 떠납니다

브래드쇼 촬영과 더불어 메시아닉 사역자들과 만나 협력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3월 1일까지 이스라엘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번 일

정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메시아닉 공동체 중의 하나인 베잇 임마누엘 공동체의 데이빗 라자루스 목사와 텔아비브에서 

마약 중독자, 알콜 중독자, 매춘부를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 아비브 미니스트리의 도브 바이커스 대표를 포함한 약 13명의 이스라엘 사역

자와 만나 인터뷰를 할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소식들을 많이 담아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데이빗 라자루스

쉬라 소르코 람

케렌 실버

샤니 소르코 람

도브 바이커스
이스라엘 포흐타르 목사

조나단 헤센

이스라엘에서 인터뷰를 하게 될
          메시아닉 사역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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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아카데미 1기가
끝났습니다

브래드 아카데미 1기가 2월 19일 강의를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참

석해주신 54명의 수강생들이 이스라엘을 향

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강의를 빠지지 않으시

고, 오프라인 강의인 만큼 강사분들과도 직

접 소통하고 함께 참석한 분들과 교제를 나누

며 풍성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브래

드 아카데미 1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12명의 강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

다. 2018년도 하반기에 브래드 아카데미 2기

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오프라인 강의 시리즈를 통해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함

께 연합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브래드TV의 새로운 스태프가 들어왔습니다

브래드TV에서 방송되는 점점 다양해지는 프로그램과 세련되고 수준 높은 

영상 편집을 위해 최근 새로운 2명의 스태프 최예은, 이태규가 영입 되었습니

다. 또한 지난 1월 24일에는 스태프들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 

카메라 감독을 초빙하여 카메라로 무엇을 어떻게 찍어야 하는지, 카메라 조작

법과 영상 편집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

졌습니다. 그동안 미처 몰랐던 고급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

도 저희는 영상 편집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특

별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브래드TV의 모든 

스태프들이 수준 높은 기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래드 Books 신간 예정

브래드 Books에서 신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 브래드 리포트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에도 소개된 하카르멜 공동체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데이비스가 저술한 ‘카르멜로 가는 길’입니

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했던 바로 그곳에 카르멜 공동체를 세우기까지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을 담은 책으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의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브래드 Books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국의 크

리스천들에게 메시아닉 유대인을 비롯한 다양한 사역자들의 이스라엘 관련 저서를 번역, 출판해

오고 있습니다. 한 권, 한 권 엄선하여 소개해 드리는만큼 꼭 읽어보시고 많은 분들에게도 소개

해 주세요. (구입방법 : 브래드스토어 www.brad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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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메시아닉 사역 단체
케힐랏 하카르멜

카르멜 산에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다

카르멜 공동체의 시작

케힐랏 하카르멜은 이스라엘 카르멜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입니다. 1991년 러시아어를 쓰는 유대인들이 대

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걸프 전쟁이 끝나갈 무렵 하이파에 

있는 유대인과 아랍인을 위한 재활 센터인 승리의 집(House of 

Victory)에서 데이비드와 카렌 데이비스가 성경공부를 이끌었고, 

이것이 하카르멜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 데이비스 부

부는 피터 츠카히라를 만나게 되었고 이들은 함께 공동체를 이끌

고 카르멜 산꼭대기에서 샤밧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그곳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땅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카르멜 공동체는 한 새사람(엡 2:15)과 압제당하는 자들에게 

나아가는(사 58:6-8) 비전을 가지고 엘리야가 바알의 거짓 선지

자들을 마주했던 동일한 장소인 카르멜 산 가장 높은 곳에 전략적

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날 공동체 내에서 유대인과 아랍인,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다 함께 신령과 진리로 주님이신 예슈아를 

찬양하고 있으며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임재를 보이시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

고 계십니다. 

예슈아의 사랑을 가지고 
현재 저희는 하이파 도시 내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센터를 비롯

하여 다양한 인도주의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민자들

과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함께 절기를 지키는 예배를 드리고, 카

르멜 산꼭대기에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여성 쉼터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승리의 집 또한 마약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들을 계속적으로 도우며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으며 

유대인, 아랍인이 예슈아를 통해 화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

니다.

2018년 12월, 저희 공동체는 ‘Chag HaChagim’라는 하이파 

거리 축제에 전도팀을 보냈습니다. 이 축제는 유대인과 아랍 크리

스천, 무슬림이 함께하는 하이파의 다양성을 즐기는 자리입니다. 

전도팀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

고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예슈아에 관해 나누기 시작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고 몇몇 사람들은 치유도 경험

했습니다. 

케힐라 하카르멜 공동체 건물

카르멜 공동체의 샤밧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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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하여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때보다 예슈아에 대해 열려 있

습니다! 예슈아를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장은 눈에 보일 정

도이며 이는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슈아의 구원에 대한 강력

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는 약 1백 만 명의 이스라

엘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

며 진리를 찾아 헤매는 다양한 사람들이 큰 반응을 보이고 있습

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북쪽과 남쪽 국경에서 테러리스트들에 의

해 위협을 받고 있으며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있는 교회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몸 된 

지체들을 위해 뜨거운 기도와 도움으로 협력하게 하고 계십니

다. 유대인 신부들이 구원자이신 예슈아께 돌아오고 ‘찬송하리

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기까지 말이죠. 

하카르멜 공동체는 엘리야가 큰 빗소리를 들었던 곳에 위치

하고 있습니다 (왕상 18:41). 저희 공동체에 영적인 부흥의 비

가 쏟아져 예슈아에 대한 계시를 카르멜 산과 하이파 도시, 갈

릴리 전역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

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

심을 알게 하옵소서’ (왕상 18:37)  

후원방법

1. 직접 이스라엘 하카르멜에 후원금을 송금할 때

Acc. Name : Kanfei Shahar
Bank Name  : Israel Discount Bank
Branch number : 11-107
Acc. Number : 1138792
Bank Address : 139 Einstein St., Haifa 3460177,  Israel
SWIFT code : IDBLILIT 11-107
IBAN : IL91 0111 0700 0000 4138 793

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송금하실 때에는 한국 쪽에서도 수

수료가 발생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찾을 때도 수수료가 발생합

니다. 이 돈을 절약하기 원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

우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브래드TV가 대신 직접 찾아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 입금 하실 때 ‘하카르멜’로 입금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NH농협  /  계좌번호  301-0237-1849-41

예금주 브래드TV선교회

하이파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

아프리카 난민들을 위한 여성 쉼터

이민자들을 위한 음식 패키지

도움이 필요한 이민자들에게 옷을 나누어주는 엘리야의 망토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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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브리핑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브라질 대통령
지난 2018년 1월 1일,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에서는 브라질의 38대 대통령 야일 볼소나로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도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볼소나로 대통령이 제일 먼저 찾아가 포옹을 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구 반대쪽에 있는 남미 브라질의 대통령이 새롭게 선출된 것에 대해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볼소나

로 대통령이 이 자리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한 이유와 왜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와 포옹을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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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의 나라, 브라질

먼저 이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볼소나로 대통령이 어떤 인물인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브라질의 국토는 남미의 47%를 차지하고 11개국이 나머지 53%를 

차지할 정도로 크며, 브라질의 인구는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 5위를 차지할 정

도로 남미에서 브라질의 위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브라질은 정치

권의 부패와 이루 말할 수 없는 범죄, 그리고 마약의 창궐로 경제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 도저히 회생을 기대할 수가 없는 나라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남미 

최대 도시인 브라질 상파울루 도심 거리 곳곳에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쓰러

져 있고 사소한 싸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나뒹구는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을 이곳저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 국가인 볼

리비아, 베네수엘라, 그리고 멀리 아프리카의 앙골라에서까지 마약 중독자들이 

브라질의 여러 도시로 몰려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죠. 

최근 브라질에서 있었던 일만 설명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9일,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시는 민병대와 마약조직 간에 총격전이 벌어져 극도의 공포감

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총격전은 2018년 7월까지만 해도 약 5천 건이 

넘었다고 하니까 마약 범죄가 얼마나 극심한지 알 수 있는 얘기죠. 2018년 11월 

9일, 브라질의 대형 범죄조직이 자신들의 두목을 체포한 파라과이의 검찰총장

을 살해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니 정치권은 어떨까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룰라가 뇌물 수수 혐의로 현재 구속 상

태에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8일에는 브라질 상파울루 경찰 53명이 마약 

범죄조직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마약 판매를 눈감아 준 혐의로 체포된 바가 있습

니다. 정치권과 국가기관의 부패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야

일 볼소나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선 것입니다.

브라질의 트럼프

야일 볼소나로는 평소에도 동성 결혼 금지, 낙태 금지와 같은 극도의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분명하고 직

설적으로 표현해서 ‘브라질의 트럼프’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브라질 국민들 사이에서는 볼소나로 후보에 대해 호

불호가 분명히 갈렸습니다. 심지어 볼소나로가 유세 중에 40대 남성에 의해 복부를 칼로 찔리는 테러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급히 병원

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아 다행히 생명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유세 기간 내내 병원에만 있어야 하는 아주 불리한 조건이었죠. 하지만 지

난해 10월 7일에 있었던 1차 투표에서 46%의 지지율, 10월 28일에 있었던 2차 투표에서는 78%의 높은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마침내 브

라질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죠. 지난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주류 정치계에선 거의 뉴 페이스에 가까웠던 볼소나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영화 같은 선거기간이었고 그 영화의 주인공이 바로 야일 볼소나로였습니다.

제가 야일 볼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을 주목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볼소나로는 친미, 반중 성향을 가지고 있습

니다. 볼소나로는 선거기간 동안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경한다’, ‘그는 위대한 미국을 원하고 있다’, ‘나는 위대한 브라질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해 왔습니다.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에게 ‘미국이 함께한다’고 올리자 볼소나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우리는 

함께 국민을 위해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답장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밝혀왔죠. ‘중

국이 브라질의 땅을 사들이고 있다. 여러분은 브라질을 중국의 손에 맡길 것인가? 나는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다면 더 이상 중국의 투자

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줄곧 외쳐댔는데 그랬던 그가 진짜 대통령이 되었으니 당연히 중국의 입장에선 반가울 리가 없죠. 사

실 브라질은 중국의 최대 교역국 중에 하나로 브라질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었습니다.

중국의 브라질에 대한 투자는 2012년 14억 달러에서 2017년엔 100억 달러에 달해 무려 7배에 달하는 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전력과 농업, 항만, 건설 등 다양한 인프라 사업에 진출해 왔고 미중 무역전쟁 이후에는 브라질과 전략적 협력 파트너 관계를 맺

으며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해 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볼소나로 대통령이 이젠 더 이상 중국의 투자를 받지 않겠다고 하니 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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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매우 듣기 불편한 얘기겠죠.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볼소나로 대통령은 친미일 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이상적인 

우방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볼소나로 대통령은 국제적으

로 브라질 위치를 재정렬할 것입니다. 중국은 멀리하고 동시에 서

방국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는 그가 보이고 있는 

기독교적인 입장 때문입니다. 볼소나로는 당선인 시절에 여성, 가

정 인권부 신임 장관으로 다마레스 알브스(Damares Alves)라는 

복음주의 목회자를 임명했습니다. 변호사이자 목회자인 그녀는 그

동안 브라질의 낙태 합법화를 반대해 왔었다고 합니다. 대통령 당

선자가 나중에 자기와 함께 호흡을 맞추고 뜻을 맞추어 나라를 이

끌어가기 위해서 생각과 철학을 같은 사람을 국가의 일꾼으로 선

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이것이 바로 볼소나로의 가치관입

니다. 볼소나로는 당선인 시절에도 그동안 브라질의 진보당이 학교 

내 성교육과 LGBT 즉, 레즈비언, 게이 등 동성애자들의 인권 옹호 

등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관대하다고 주장하면서 기독교 가정의 

가치 회복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볼소나로는 지난 10년간 침

례교회에 출석하였으며 아내와 아들도 역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라고 합니다. 2017년도에 있었던 한 연설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이것은 세속적인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미

국은 크리스천 국가이며 이것을 반대하는 소수그룹은 가능하다면 

태도를 바꿔야 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었죠. 

우리가 볼소나로 대통령을 주목하는 세 번째 이유는 그가 이스

라엘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볼소나로는 후보자 시절부터 

선거운동을 할 때 이스라엘의 브라질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

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에 대해 의심할 것도 없으며 그동안 브라질이 외교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기존의 두 국가 해법을 지지해 오던 관례를 깨

고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브라질 대사관을 옮겨올 것이라고 천명해 

왔었습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

을까요? 볼소나로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팔레

스타인이 국가인가? 팔레스타인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브라질에

는 팔레스타인 대사관이 필요 없다’ 사실 그동안 브라질의 수도 브

라질리아에는 팔레스타인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

을 폐쇄하겠다고 단호하게 입장을 밝힌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만

약 브라질의 대통령이 된다면 그 첫 번째 해외순방국가는 이스라

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취임

식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초청한 것이며 이스라엘

이 1948년 건국된 이후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총리가 브라질 땅을 

밟게 된 것이죠. 

브라질과 이스라엘

브라질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브라질은 과연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유대인은 독일 나치에 의

해 포로수용소에 있는 가스실로 끌려 들어가 잔인하게 학살 당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은 독일군의 손에 잡혀 

끌려가지 않기 위해 다른 나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다른 나라로 도망가기 위해선 그 나라의 비자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도움을 요청한 유럽의 여러 나라는 그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비자를 발급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수많은 유대인들은 독일 군인들에게 잡혀갔죠. 그런데 그때 당시 

브라질의 오스왈도 아란하(Oswaldo Aranha)라는 외무부 장관

이 도움을 요청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브라질 입국을 위한 비자

를 발행했습니다. 1939년에는 4,601명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고 

그해 모든 영주권 비자의 9%와 임시 브라질 비자의 14%를 유대인

들에게 발급해 주었습니다. 또 1940년에는 2,500명의 유대인들에

게 비자를 발급해 주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천재라고 일컫는 알

버트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자기의 독일계 유대인 친

구 헬렌 파비앙 카츠를 도와달라고 미국에 부탁을 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는데 오스왈도 아란하는 아인슈타인의 이러한 부탁을 

들어주고 비자를 발급해 주어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70년 전, 이스라엘 국가가 재탄생할 때

에도 오스왈도 아란하의 역할은 아주 특별했습니다. 그때 마침 오

스왈도 아란하는 유엔 총회 의장직을 맡았었는데 2차 세계대전 당

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당했었는지 직접 목격하고 경

험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 건국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이스라엘 국가 건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많이 감당한 것이

죠. 1947년에 이스라엘의 건국을 허락하는 유엔 투표를 앞두고 오

스왈도 아란하는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족수를 채

우기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투표일도 미루고 주변 국가들에

게 엄청난 로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브엘

세바나 라마트간, 텔아비브 도시에 가면 아란하의 이름을 딴 도로

가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얘기죠. 이렇에 유대인들이 어려움

을 겪을 때 형제처럼 함께하고 도움의 손을 내밀었던 브라질은 이

스라엘, 유대인들과는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오

늘날 브라질은 세계에서 9 번째로 큰 유대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으

볼소나로 대통령 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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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유대인 연합 브라질(CONIB)이라는 단체에 따르면 현재 브라질

에는 약 12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볼소나로가 브라질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

로 이스라엘과 브라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베냐민 네타

냐후 총리는 브라질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볼소나로 대통령이 브

라질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것이라고 확답했다고 밝혔

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브라질은 미국과 과테말라에 이어 세 번째

로 대사관을 옮겨온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는 이

스라엘은 브라질에 안면 인식 기술을 갖춘 무인 항공기를 제공함

으로써 브라질의 범죄와의 전쟁에 큰 도움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안면 인식 기술을 갖춘 무인 항공기 기술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이 가장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제 브라질

은 이런 최첨단 기술을 형제 국가 이스라엘로부터 제공받게 되었습

니다. 그동안 볼소나로는 후보 시절 범죄와의 전쟁을 성공시키겠다

고 약속해 왔었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의 도움으로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브라질을 방문하는 동안 아주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볼소나로 대통령의 이름은 야일 볼소나로입니다. 

제 아들의 이름도 야일이죠. 히브리어로 야일은 빛을 가져오는 사

람을 말합니다. 저는 이제 브라질 국민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

은 빛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형

제들의 동맹입니다’ 

볼소나로가 과연 브라질에 빛을 가져오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

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을 사

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스라엘을 형제로 사랑하

는 나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대통령,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국민, 

브라질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범죄와 부패 그리고 가난

함, 과연 이것들이 앞으로 얼마나 해결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

나님은 브라질을 더 이상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

다. 이제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형제 국가인 이스라엘을 두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볼소나로 대통령에게 약속

했습니다. ‘이전에 유대민족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 일처럼 나서

서 도와준 브라질의 은혜를 우리 이스라엘은 잊지 않습니다. 전 세

계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에도 브라질은 이스라엘 편에 서 주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

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브라질을 도울 차례입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모든 최신 기술을 브라질에 제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과 유대인들의 재산을 브라질의 재건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할 것입

니다. 브라질이 국제 정치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브

라질 편에 설 것입니다. 브라질이 군사적으로 우리의 무기와 힘이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면 적정할 때 얼마든지 제공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

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편에 선다는 것, 이스라엘을 축복한

다는 것,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브라질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습니

까? 마약과 범죄와 부패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적어

도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점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명함을 내밀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대통령 취임식장에 이

스라엘 총리와 대통령을 초청하는 나라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언

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정부가 될까요? 우리나라는 언

제 이스라엘을 형제 동맹 국가로 여기는 나라가 될까요? 우리나라

는 언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가 맞으니 당연히 예루살렘으

로 대사관을 옮겨야 한다고 소리 높여 부르짖는 대통령 후보가 나

오게 될까요? 저는 오늘 브라질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을 뉴스로 

보면서 축하하는 마음과 동시에 부러움과 착잡함, 안타까움, 이 모

든 감정이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여러분, 볼소나로 대통령은 여전히 반대파로부터 암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브라질의 대통령이 안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의 이스라엘 사랑이 변치 

않도록 기도해 주시며 그가 이끄는 범죄와의 전쟁, 부패와의 전쟁, 

가난함과 배고픔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

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을 따르려는 지도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승리한다

는 것을 온 세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브라질이 국제 정치에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때

기꺼이 브라질 편에 설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볼소나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17브래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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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교단체 야들라힘, 
하이파 메시아닉 단체 사역 방해

지난 11월 22일, 초정통파 유대교 신문인 하메바세르에 유명한 반 

선교단체인 야들라힘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지난 몇 달 동안, 하이파

의 아이들은 방과 후 수업 겸으로 시내에 있는 메시아닉 선교 센터에

서 미술, 체스, 컴퓨터를 배워왔다. 야들라힘은 이 선교 센터에서 체스

를 가르치는 한 교사와 접촉했고, 그 교사는 자신이 유대인들의 개종

을 원하는 메시아닉 선교사들에게 이용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큰 충

격을 받았다. 이후 그 교사는 이 선교 단체와의 연락을 모두 끊었다. 

그리고 현재, 메시아닉 선교 단체를 찾았던 수백 명의 아이들이 야들

라힘의 센터에서 체스를 배우고 있다’ 야들라힘의 이러한 비방은 다른 

유대인들로 하여금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편견과 이유 없는 적대감

을 느끼게 하고,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전하는 진실된 호의와 사랑을 느

끼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기도제목

●  야들라힘이 퍼뜨리는 모든 거짓을 드러내 주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린 마음으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대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공격에 시달리는 메시아닉 단체들에게 위로와 평안, 용기를 허락해주시고, 이들이 끊임없이 이웃들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함 

으로, 야들라힘의 말이 거짓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반선교단체 야들라힘,     
하이파 메시아닉 단체 사역 방해

-  이스라엘 최초로 입양에 성공한 메시아닉 가정
-  하이파 유일의 기독 서점, 폐점 위기
-  금지된 이사야 53장을 2백만 유대인에게

-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메시아닉 주중 모임,   
네스 베카페

- 베두인 사역을 이어가는 요야김 목사
-  티베리아스 메시아닉 초등학교, 문 닫을 위기

글/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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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최초로 입양에 성공한 

메시아닉 가정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 하티크바 프로젝트는 입양 사역, 

치과 사역, 재정 지원 사역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을 도

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최근 이곳에서 보내온 편지에 따르면 몇 달 

전 이스라엘 최초로 메시아닉 가정의 입양 신청이 승인되었다고 한다. 

이 기념비적인 사건의 주인공은 메시아닉 유대인 콜린과 크리스천 아

내 헬렌 부부다. 하티크바 프로젝트는 오랫동안 이 가정의 입양을 도

와왔고, 이를 통해 현재 이 가정은 두 명의 아름다운 아이를 자녀로 삼

게 되었다. 하티크바 프로젝트는 현재 콜린 부부뿐만 아니라 입양이나 

수양부모제도를 원하는 다른 부부들에게도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주

며, 필요한 교육 과정을 제공해주고 있다. 

기도제목

●   콜린 부부가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입양한 아이들을 잘 돌보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 가정이 메시아닉 입양 가정으로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현재 수양부모나 입양 절차를 진행 중인 메시아닉 가정들이 기다림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배우고 준비 

하며, 속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이파 유일의 기독 서점, 폐점 위기

이스라엘 하이파에는 레바논인 사역자, 나집 목사와 엘리자베스 사

모가 있다. 이 부부는 아랍 크리스천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이파에서 유일한 기독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들이 보내

온 소식에 따르면 이 기독 서점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한다. 12년 동

안 하이파의 다른 서점들은 하나둘 문을 닫아 왔고, 이제는 나집 목사 

부부가 운영하는 임마누엘 서점만이 홀로 남아 하이파에 주님의 사랑

을 전하고 있다. 한 초정통파 유대인이 이 서점에 전화를 걸어 예슈아

를 믿고 싶다는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약물 중독자인 한 이스라엘 여

성이 이 서점을 방문했다가 복음을 듣고 큰 위로를 받은 적도 있다. 지

금껏 자리를 지켜온 임마누엘 서점이지만 이들 또한 재정의 압박을 피

해 갈 수 없게 되었다. 

기도제목

●  나집 목사와 엘리자베스 사모가 평안과 믿음 가운데 주님을 계속 

구하고 하늘 문을 열어 넉넉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서점이 문을 닫지 않고,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들려주는 통로로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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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된 이사야 53장을 2백만 유대인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인 ‘예슈아 프로젝트’는 하이파의 

‘케힐랏 하카르멜 공동체’, 캐롤린 하이드가 있는 ‘하나님의 마음 사역 

단체’ 그리고 ‘생명나무 사역 단체’가 협력하여 만든 단체이다. 예슈아 

프로젝트는 소책자, 영상, 웹사이트를 활용해 온라인과 길거리에서 예

슈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성도들에게도 복

음 전도에 대한 강의와 훈련을 제공해주고 있다. 특히 예슈아 프로젝트

에서 제작한 복음 전도 영상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며 높은 조회 수

를 기록하고 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담긴 이사야 53장을 주제로 

만든 영상인 “성경 속 금지된 장”은 약 2백만 회 이상 재생되었다. 그리

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대한 지도자는 누구인가를 묻는 영상인 “위

대한 지도자”는 총 2편으로 제작되어, 현재 1편은 76만 회 이상, 2편은 

약 50만 회 정도 재생되었다.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영상에 댓글

을 달았고, 비판적인 댓글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슈아에 대한 관심

과 궁금증을 댓글과 메시지로 남겼다. 예슈아 프로젝트는 예슈아에 대

한 댓글과 질문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모두 연락을 취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0% 정도의 사람들에게만 연락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기도제목

●   예슈아 프로젝트가 제작한 영상들에 기름 부어주셔서, 더 많은 유대인의 눈을 사로잡고, 예슈아에 대한 갈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필요한 재정과 장비, 일꾼들을 허락해주셔서, 계속해서 좋은 복음 영상을 제작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며  

예슈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텔아비브에서 열리는 메시아닉 주중 모임, 네스 베카페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아셸 인트레이터 목사가 리더십으로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가 있다. 최근 기도 편지에 

따르면 이 공동체에서 네스 베카페라는 메시아닉 주간 모임을 시작했

다. 이 모임은 작년 하누카 기간인 12월 3일, 티프에렛 공동체 소유의 

커피집에서 약 25명이 모여 첫 모임을 가졌다. 이 주간 모임은 평일 저

녁에 퇴근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예배하며 교제를 나누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해 이곳

을 전도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다. 

기도제목

●  이 모임을 섬기는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롭게 시작한 이 모임을 잘 꾸려나가고 이곳들 찾는 사람들

에게 좋은 상담가와 증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 모임에서 이뤄지는 교제와 예배를 통해 모두가 예슈아의 평안과 위로, 회복을 경험하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예슈아를 만나게 해주시길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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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두인 사역을 이어가는 요야김 목사

김종철 감독의 영화 ‘회복’의 출연자로 잘 알려진 요야김 목사는 현재 이스라엘 남부 도

시, 아라드에서 베두인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다. 최근 요야김 목사와 데비 사모가 기도 편

지를 통해 근황을 전해왔다. 요야김 목사는 초정통파 유대인들이 자신의 승합차와 트레일

러를 밤중에 몰래 밀어서 길거리에 두고 훼손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정기적으로 요야김 목사와 데비 사모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거리에 붙이고 있다. 지속적인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요야김 목사는 베두인 사

역을 꿋꿋이 이어가고 있다. 요야김 목사는 정기적으로 베두인 마을에서 청소년들을 데려

와 교제를 나누며 예슈아를 전해주고 있다. 요야김 목사는 여력이 된다면 한 번에 50명 정

도의 청소년을 데려올 수 있지만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스태프가 부족해 실행에 옮기지 못

하고 있다며 기도를 요청했다. 

기도제목

●  요야김 목사 부부와 자녀들을 영육 간에 항상 지켜주시고 그들의 집과 재산도 보호해주시길 기도합시다.

●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서든 복음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요야김 목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할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맡겨주신 베두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며 그 부르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티베리아스 메시아닉 초등학교, 문 닫을 위기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에는 다니엘 목사가 이끄는 메시아닉 공

동체인 프니엘 펠로십이 있다. 이 공동체는 1989년부터 지난 30년간 

프니엘 학교라는 메시아닉 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는 유치

원생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30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고, 학

생과 선생님들은 다양한 출신의 유대인과 비유대인들로 이뤄져 있다. 

프니엘 학교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교육부 교육 과정을 따르고 있지

만 예슈아를 중심에 둔 교육을 제공하고자 창조와 신약과 같은 주제

를 추가로 교육하고 있다. 모든 수업은 스코틀랜드 국교회 소유의 성 

앤드류 교회를 빌려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프니엘 펠로십의 기

도 편지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국교회에서 올해부터는 더 이상 건물

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어 어떻게 학교를 유지해 나가야 할지에 관한 

기도를 요청했다.

기도제목

●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셔서 속히 합당한 학교 건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시고 필요한 재정 또한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 일을 통해 성도들과 특히 아이들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체험하며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19.01.01 화/Tue

미국과 이스라엘, 유네스코 탈퇴
1년 이상 걸린 절차 끝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유네스

코를 탈퇴했다. 이것은 유네스코에 운영상 또는 재정적으로 큰 영

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공동 설립자인 미국의 탈퇴는 유네스코의 

명성에 큰 타격이다. 이 두 나라는 이스라엘에 대한 유네스코의 불

균형적인 편견에 우려를 표명한 후 탈퇴를 선언했다. 유네스코는 이

스라엘의 동예루살렘 점령을 계속적으로 비난해왔고 성경의 성지

에서 유대인들의 유산을 부정하며 오히려 그곳들을 팔레스타인의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2011년에는 팔레스타인에게 유네스코 정회

원 자격까지 부여했다. 대니 다논 이스라엘의 유엔 대사는 ‘이스라

엘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대적하며 이스라엘의 적들에 의해 조작된 

도구’가 된 유네스코의 구성원으로 남지 않겠다고 말했다. (Time)

US and Israel exit UNESCO
At the stroke of midnight the US and Israel finally officially with-
drew from UNESCO after a process that took over a year. Though 
the withdrawals will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organization opera-
tionally or financially, it is blow to its reputation especially since the 
US is one of its co-founders. Both withdrawals came after voicing 
concerns about the global organization’s imbalanced bias against Is-
rael. UNESCO has continually criticized Israel’s occupation of east 
Jerusalem, denied Jewish heritage to the Holy Land, instead naming 
many of them Palestinian heritage sites and granted full membership 
to Palestine in 2011. Israel’s UN envoy Danon said that Israel would 
not remain a member of an organization that “deliberately act[s] 
against us, and that has become a tool manipulated by Israel’s ene-
mies.” (Time)

1월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글/ 이고은

    

세계적인 기구 유네스코와 유엔의 이스라엘을 향한 부당함과 편향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일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God’s people would be awake to UNESCO and 
the UN’s injustices against Israel and for the church to 
pray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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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2 수/Wed

트럼프, 이란 ‘시리아에서 마음대로 해라’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이 철수하겠다는 서명을 발표

한 지 2주 만에 이란은 그곳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발표했

다. 하지만 동시에 이란은 더 이상 전쟁으로 황폐해진 시리아에 자

리를 잡을 생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군은 시리아에서 IS에 맞서 

싸우는 시리아 반군 연합을 지지해왔고 시리아에 이란이 기반을 

설립하는 것을 막는 데에 큰 역할을 해왔다. 이스라엘군은 시리아

에서의 미군 철수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이란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건너 레바논과 지중해까지 육로를 건설하는 데 성공할 수 있는 확

률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 미

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을 철회한 이후로 중동 지역에서 이란의 활

동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TI)

Trump:  Iran ‘can do what they want’   
in Syria 
Two weeks after announcing US forces would leave Syria, US Pres-
ident Trump announced Iran could “do what they want there” but 
claimed that Iran was no longer seeking to entrench itself further in 
the war torn country. American troops supported the Syrian rebel 
coalition against ISIS and helped thwart Iranian infrastructure from 
being established in Syria. Israeli forces have warned that the ab-
sence of US troops would open the door for Tehran to succeed in cre-
ating a land bridge from Iran through Iraq and Syria into Lebanon 
and the Mediterranean Sea. Trump commented that since the US has 
pulled out of the nuclear deal with Iran last year, Tehran’s efforts in 
the region have been stymied. (TI)

2019.01.10 목/Tue

이스라엘 선거 전에 네타냐후의 기소 가능성은?
네타냐후 총리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겠다는 아비차이 만델블리

트 이스라엘 검찰 총장의 발표 이후 네타냐후는 ‘좌파 시위자와 언

론’을 비난하며 ‘검찰 총장이 4월 선거에 개입하도록 청문회를 강

요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부패와 사기에 관한 

3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만델블리트 검찰 총장이 네타냐후 총리

를 기소할 것이라고 결정하면 피고 측은 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청문회 준비 기간은 몇 개월로 늘어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공식

적으로 기소가 확정되기 전에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네타냐후는 

이 사건이 선거에서 자신의 기회를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

지만, 많은 사람은 진실을 아는 것이 선거에서 투표할 대중의 권리

라고 말하고 있다. (TI)

Netanyahu’s possible indictment   
before elections  
After reports that Attorney General Avichai Mandelblit was to announce 
his intention to indict the prime minister in February, Netanyahu accused 
“left-wing protesters and the media” of “trying to force the attorney gen-
eral to brazenly intervene in the elections (in April) by ordering me to a 
hearing.” Netanyahu is under scrutiny for his involvement in three crimi-
nal investigations revolving around corruption and fraud. As soon as Man-
delblit announces his intent to indict the PM, he would need to give the de-
fense a chance to properly prepare for a pre-indictment hearing. If drawn 
out, this process could last several months, in which the elections would 
occur before a formal indictment is confirmed. Netanyahu is afraid this 
could hurt his chances on Election Day but many argue that it is the pub-
lic’s right to know the status of the investigation as it heads to the polls. (TI)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을 사용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God would use President Trump and the US to 
accelerate the coming of the kingdom of God in the end 
times.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완전한 정의를 나타내는 민족이 되며 그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져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the Jewish people would be led to repentance 
and restoration to represent the perfect justice of the God 
of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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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토/Sat

이스라엘, 하마스를 도청하려고 시도했다
하마스 당국은 지난 11월에 위장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유

선 통신을 감시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다

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하마스의 로켓 공격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포

함해 2014년 이후 가장 큰 국경 폭력 사태를 촉발했었다. 하마스

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장비와 차량을 가지고 가자 지구에 침투했

으나 가자 지구 남부에서 발각됐다. 곧 총격전이 일어났고 이스라

엘군 1명과 하마스군 2명이 사망했다. 후에 하마스는 텔레비전 방

송을 통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해상도 영상과 드릴, 사슬 톱 

및 소음 장치가 설치된 된 두 개의 권총의 사진을 함께 내보냈다. 

(WP)

Israel attempted to wiretap Hamas
Hamas said Saturday that it thwarted an attempt by under-
cover Israeli forces to install equipment to monitor its land-
line communications last November, sparking the largest 
cross-border violence that included Hamas rockets and Israe-
li airstrikes since 2014. According to Hamas, Israel brought 
equipment and vehicles into Gaza and was discovered in 
southern Gaza. The discovery sparked a firefight, in which 
one Israeli and two Hamas gunmen were killed. Findings af-
ter a lengthy investigation were released through a televised 
broadcast and supplemented by low-resolution footage, as 
well as photos of drills, chain saws and two pistols with si-
lencers. (WP)

2019.01.13 일/Sun

이스라엘, 시리아의 이란 타격
은퇴하는 이스라엘 방위군 수장인 가디 아이젠코트 중장은 이스라엘 

육군이 시리아에 있는 수천 개의 이란 표적을 공격하여 이란이 시리아에 

옮겨놓은 수많은 자원과 고급 무기를 파괴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했다. 이

란 내에서는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개입하는 정도에 관해 심각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이스라엘의 발표는 이란이 시리아에

서 엄청난 손실과 지출을 겪었고 앞으로도 겪을 것을 인식시켜 주려는 정

치적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정보와 거리상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또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탈퇴함으로 이란 경제 

제재가 재개된 상황에서 시리아에 대한 이란의 군사 개입은 수십에서 수

백억 달러가 든다. 그러나 이란은 여전히 이란과 시아파 이슬람을 중동의 

주요 강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Ynet)

Israel admits striking Iran in Syria 
Outgoing IDF Chief of Staff Gadi Eisenkot finally confirmed 
that the Israeli army has attacked thousands of Iranian targets 
in Syria, destroying resources and high-quality weapons it 
has transferred there. Israel wants to make sure that the Irani-
an leadership knows that they are suffering immense losses and 
expenditures in Syria during a time when there is heavy debate 
within Iran about the extent to which its military forces should 
involve itself in conflicts outside its borders, especially amid 
reimposed sanctions by the US. Iran’s military involvement in 
Syria has cost it tens or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since Is-
rael has maintained an intelligence and aerial advantage in the 
region. However, Iran still continues its quest to make Iran and 
Shiite Islam the major power in the Middle East. (Ynet)

    

이슬람의 영이 중동을 짓누르고 있는 가운데 교회가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As Islam continues to swallow the Middle East, pray that 
God would equip the Church to overcome every obstacle 
and push the gospel forward to the ends of the earth.

    

끊임없는 전쟁과 분쟁으로 인해 진정한 평화에 대한 소망이 파괴되는  

가운데 메시아닉 유대인과 아랍 크리스천들이 예슈아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 참된 회복과 평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As constant warfare and conflict destroys hope for true peace, pray 
that Messianic Jews and Christian Arabs would prove that restoration 
and peace is possible through the forgiveness and love of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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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금/Fri

IS테러로 4명의 미국인 사망
IS가 시리아 만비즈에 있는 미군들이 자주 찾는 지역 식당에서 

자살 폭탄 테러를 일으켜 미국인 4명을 포함한 15명이 사망했다. 

이번 사건 전까지 시리아에서 전사한 미국인은 단 2명이었다. 만비

즈라는 마을은 미국의 지원을 받는 안전한 곳으로 유명했지만 이

번 사건으로 인해 잘못된 안보 의식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최근에 

미군을 시리아에서 철수시키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시리아 북동부 지역에서 안전에 대한 

환상이 항상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의 철수와 터키의 침

공 가능성, IS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가 다시 통제권을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만비즈 마을의 미래

는 불확실하기만 하다. (NYT)

ISIS bombing kills 4 Americans   
in favored restaurant
On Wednesday, an ISIS suicide bomber was dispatched to target a 
local restaurant in Manbij, Syria that was frequented by American 
troops. 15 people, including four Americans were killed, and until 
this week, only two Americans had died in Syria. The attack in the 
town, often celebrated as an American-backed place of stability, 
has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a false sense of security in an ac-
tive conflict zone and the recent decision to evacuate US forces out 
of Syria. One official said that “the illusion of safety has always been 
a problem in northeast Syria.” The future of Manbij is uncertain as 
American troops will be pulled out, Turkey is talked about invading, 
the Russian and Iranian backed government wants to regain control 
there and ISIS has proved that it is still able to strike. (NYT)

    

하나님께서 중동에 은혜를 베푸시고 가까운 미래에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God would have mercy on the Middle East and 
prevent a war from breaking out in the near future.

    

미군이 중동지역에서 철수하는 과정 가운데 고조되는 긴장과 폭력에서 

하나님께서 시리아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As American forces plan to leave the Middle East, let us 
pray that the region would be spared from a possible rise 
in tensions and violence. 

2019.01.21 월/Mon

이스라엘, 시리아에서 공개적으로 이란 공격
이스라엘이 대낮에 다마스쿠스 주변의 이란 표적을 공습했다. 

시리아는 이스라엘 영토를 겨냥한 미사일로 대응했지만, 이스라엘

은 미사일이 골란 고원에 도달하기 전에 미사일을 파괴했다. 차드

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공습

을 실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내가 이스라

엘에 있든 차드에서 역사적인 방문을 하고 있든 이스라엘에는 이

란의 참호에 피해를 입히는 정책이 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스

라엘이 시리아에서 이란의 추가 목표물을 폭파했음을 확인하는 성

명을 발표하며 시리아군이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수행한 공습에 대해 침묵했지만 앞으로는 

시리아에서 공개적으로 이란을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TI)

Israel openly strikes Iranian targets  
in Syria
Sunday, in a rare daylight attack, Israel launched an air raid on Ira-
nian targets around Damascus. Syria later responded with a missile 
aimed at Israeli territory but Israeli air defenses downed the missile 
before it reached the Golan Heights. On Sunday, Prime Minister Net-
anyahu appeared to confirm the strike was from Israel while speaking 
to reporters in Chad. “We have a permanent policy to hurt the Iranian 
entrenchment in Syria… whether I am in Israel or on a historic visit 
in Chad.” Early Monday, the IDF released a statement confirming Is-
raeli forces bombed additional targets belonging to Iran in Syria and 
warned Syrian forces not to intervene. Israel typically refrains from 
confirming individual airstrikes carried out in Syria, but now seems 
to be making efforts against Iran in Syria more openly.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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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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의 위기에서 예슈아를 만나다
스웨덴에서 태어나 에스토니아에서 성장한 버지타 요한나 벡슬러는 제2차 인티파다가 진행 중인 때에 12세의 나이로 알리야 했다. 

17세의 나이에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코하브 놀라드 - ‘스타 탄생’(이스라엘판 K팝스타)>에 출연하여 8위까지 올랐다. 첫 무대에서 

부른 <레마안 찌욘>은 이사야 62편 1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을 가사로 하여 메시아닉 음악의 어머니 엘리셰바 쇼므론이 지은 곡으로 노래를 부르

는 그녀의 모습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다. 또한 예쁜 얼굴로 버지타는 잠시 스타덤에 올랐는데 최근 간증 

(브래드TV ‘메시아를 만났다’ 2회 방송)을 들어보면 당시 사람들의 관심과 버거운 인기에 취해 주님께 등을 돌리고 살았다고 한다. 버

지타는 군대에서도 2년 동안 리드 싱어로 복무하다가 군 복무가 끝날 즈음 뱀에 물려 이틀 동안 혼수상태에 빠질 정도로 죽을 뻔한 경

험을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2013년 10월에는 히브리 대학교를 졸업한, 같은 스웨덴 출신 야콥 룬

발과 결혼했으며 이후 아들과 딸을 낳고 현재까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버지타 벡슬러
 Birgitta Veksler

글/ 고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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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에 대한 열망
버지타 벡슬러의 앨범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다양함’이 최선일 

것이다. 하지만 음악에 대한 버지타의 다양한 시도는 음반에 담긴 진

심어린 예배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 고대로부터 흘러 내려온 중

동의 소리와 깊은 개인적 성찰이 조화를 이룬 <아나 엘레흐 (어디로 

가야 하나요)>는 시편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했다. 시편이 쓰여진 히

브리어로 부른 곡들은 유대인들의 심장에 깊이 박힌 구주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고 있다.

이 앨범의 탄생 배경에 대해 버지타는 이렇게 설명한다. ‘아침에 

직장에 갈 때마다 시편을 읽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매일 읽어가는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게 멜로디를 주시고 가사를 보

여 주시기 시작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투어를 시켜주는 것 같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투어요. 그렇게 곡을 써갔고, 때가 되었을 때 딱 맞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이더니 곡들이 실체가 되었어요!’ 그 사람

들 가운데에는 프로듀싱과 연주로 참여한 제이미 힐스덴과 파벨 자레츠키가 있다. 메시아닉 음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

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버지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심어주신 사운드를 캡처하고 제 머릿속의 

멜로디가 실제가 되게 해줬어요’ 

첫 번째 트랙 <에싸 나프쉬 (내 영혼을 높이 듭니다)>는 듣는 이들을 주님과의 은밀한 곳으로 안내하는 신비한 아

카펠라 곡이며 두 번째 트랙 <아나 엘레흐 (어디로 가야 하나요)>는 

추운 겨울의 느낌이 물씬 나는 곡으로 버지타의 목소리가 입김처럼 

따뜻하게 느껴진다. 한편으로는 길을 잃고 홀로 방황하는 텅 빈 마

음, 또 한편으로는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듯 우리를 둘러싸고 붙드

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느껴진다. 세 번째 트랙 <하네니 (자비

를 베푸소서)>와 그다음 트랙 <노데 레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는 페르시아 타르와 많은 타악기를 사용해 예루살렘의 사운드와 느

낌을 선보인다. 이후 <비트후 (신뢰하라)>와 <하이 아도나이 (살아계

신 주)>, <이다베르 샬롬 (평안을 말하리라)>은 듣는 이들을 깊은 예

배의 시간으로 이끄는데 <이다베르 샬롬>의 부드러운 기타 리듬과 피

아노, 심벌즈, 핸드 드럼 사운드로 절정에 이른다. 뒤이은 트랙들은 

기쁨의 감성으로 앨범을 마무리한다. <탐 리비 (정직한 마음)>는 템

포를 고르고 멋진 인디 느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에 찬양을 올

려 드리라고 듣는 모두를 초청하며, <하리우 (찬양하라)>는 미즈라

히 (중동계 유대인) 풍으로 분위기를 전환하지만 메시지는 일관된다. 

마지막 곡은 <라훔 베하눈 (자비롭고 은혜로우신)>으로 주님께서 얼

마나 좋으신지에 대해 잠잠하고 담담하게 표현한다.

이 앨범의 목표는 많은 사람들을 시편의 풍부한 의미 속으로 더 

가깝게 이끄는 것이다. 버지타는 말한다. ‘제 노래에 

주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고 또 다윗의 살아있는 말

씀을 통해 주님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는지 놀라실 

것입니다’ 

버지타 벡슬러의 음반은 브래드 스토어(www.bradstore.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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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역사 속의 2월 

유대 역사 속의

2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일

콜럼비아 우주

왕복선 공중분해

사고로 유대인 

일란 라몬 사망 

(2003)

2일

에반, 

전 이스라엘 

외무장관 

남아공에서 출생 

(1915)

3일

유대인 앨런 그린

스펀, 미국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 

4번째 임기 확정 

(2000)

4일

히틀러, 

독일 육군 최고 

사령관 등극 

(1938)

5일

다마스커스 피의 

중상 사건으로 

이어진 의문의 

죽음 (1840)

6일

유대 통신 

(Jewish 

Telegraphic 

Agency) 구성 

(1917)

7일

스페인 펠리페 

2세, 페루 유대인

들에 대한 종교

재판 명령 

(1569)

8일

나치의 로츠 

게토 건설 명령 

발표 (1940)

9일

미국, 이스라엘에 

첫 번째 F-16 

전투기 인도 

(1983)

10일

올림픽 7관왕, 

미국계 유대인 

마크 스피츠 출생 

(1950)

11일

소련에서 이스라

엘 이민을 거부 

당한 나탄 샤란스

키 이스라엘 도착 

(1986)

12일

영국, 유대 저항 

단체 지도자 스턴 

색출하여 사살 

(1942)

13일

소련, 

그로스-로젠 

수용소 해방 

(1945)

14일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 개회  

(1949)

15일

미국계 유대인 

작곡가, 

해럴드 알렌 출생 

(1905)

16일

나치 전범 

존 데먀뉴크, 

예루살렘 재판 

시작 (1987)

17일

미국계 유대인 

영화 감독, 

마이클 베이 출생 

(1965)

18일

미국, 이스라엘 

정착촌에 대한 

UN 결의안 거부 

(2011)

19일

비밀 작전으로 

예멘 유대인들 

이스라엘로 이송 

(2009)

20일

나폴레옹 군대의 

팔레스타인 정복 

시작 (1799)

21일

텔아비브에 

이집트 대사관 

개관 (1980)

22일

IDF 골라니 보병

여단 창설 

(1948)

23일

솔로몬  셰흐터,

미국의 모든

보수회당

(synagogue)을 

통합하는 연합 

교단 주창 

(1913)

24일

히틀러 나치당, 

독일에서 최초로 

공개 유세 

(1920)

25일

미국계 유대인 

여배우, 

라쉬다 존스 출생 

(1976)

26일

이스라엘 

레비 에쉬콜 

총리,

집무실에서 별세 

(1969)

27일

이스라엘

군인이자 정치인,

아리엘 샤론 출생 

(1928)

28일

비엔나에서 

유대인 귀환을 

허용하는 

협정 조인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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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2월 14일 

이스라엘 국회, 크네셋 개회

크네셋은 이스라엘 국회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위치

해 있다. 주요 기능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다. 크네셋이라는 이름은 

B.C. 5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소집된 유대인 대표 기구 

‘크네셋 하게돌라(Knesset Hagedolah)’에서 따왔다. 

크네셋은 1949년 1월, 선거가 치러지고 다음 달인 2월 14일에 처음으로 

소집되어 위임통치 기간과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진 이후 첫 몇 달 동안 유대 

국회 역할을 감당해온 임시정부의 뒤를 잇게 되었다. 

1949년, 크네셋을 처음으로 개회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대통령이었던 하임 

바이츠만(Chaim Weizmann)은 새로운 국회의원들에게 유대 국가의 목적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이스

라엘로 모으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 날은 유대인과 전 세계의 역사에 있어 

위대한 날임을 강조했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청소년들은 이스라엘 국기와 커다란 꽃 

다발을 들고 예루살렘의 주요 거리를 행진하였으며 바이츠만과 이스라엘 총

리 벤 구리온, 최초 내각 의원들, 새롭게 당선된 크네셋 의원들이 이스라엘

을 위해 죽음을 맞이한 IDF군인들을 기리는 행사를 가지고 있던 유대 기구

(Jewish Agency) 앞에 멈춰 섰다.

현재 크네셋 건물은 예루살렘 중심가에 있는 기바트 람(Givat Ram)이라

는 도시에 세워져 있지만 이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유대 기구

나 프로우마인(Froumine) 건물, 텔아비브의 케셈 시네마(Kessem Cinema) 

건물에서 모임을 가졌다. 

크네셋 의원

크네셋 의원은 4년마다 투표로 선출되며 각 당은 유권자의 표를 가지고 경

쟁한다. 각 당은 크네셋 의원으로 출파할 후보들을 스스로 선출하며 선거가 

끝난 후 새로운 국회가 출범하게 되면 크네셋 의원들은 이스라엘 국가와 크네

셋 국회의장 그리고 부의장에 대한 충성을 선언한다. 크네셋 의원의 임기는 4

년이지만 임기 중 어느 때라도 총리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하지만 차기 국

회가 선거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하기까지 임기는 유지된다. 

크네셋의 메노라

메노라가 이스라엘 국가의 상징이 된 것은 1세기 후반 하스몬 일가 시대 

(마카베오 형제의 가문명. 기원전 142년부터 기원전 63년까지 유다 민족의 

왕조) 때이다.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고 메노라는 유대민족의 계속성과 영

원을 상징하는 표징이 되었다. 크네셋 입구에 세워진 메노라는 영국계 유대인 

벤노 엘칸(Benno Elkan)이 디자인했으며 1956년 4월 15일, 영국 의회가 이

스라엘에 기증했다. 이 메노라에는 히브리 성경과 유대 역사에 등장하는 이미

지들과 유대민족의 생존을 위한 투쟁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6개의 촛대에는 

고토로부터 쫓겨난 유대인들의 모습이 새겨져 있고, 가운데 촛대에는 다시 이

스라엘로 돌아가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유대 역사의 시각 교

과서라고 불리기도 한다. 

크네셋 개회식

크네셋 건물 봉헌식

크네셋에 세워져 있는 메노라

이스라엘 크네셋의 모습

메노라 모양으로 좌석을 배치한 크네셋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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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순교와 핍박도 막을 수 없는   
중동의 복음 운동 

이재진 목사

지난 1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1월 프로그램 리스트 (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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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기도의 집 

스캇 허스티드

1/16

한국의 무슬림 난민들,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이만석 목사 (2)

1/9

종교 사기 할랄 인증서의 실체   

이만석 목사 (1)

1/2

-   이스라엘군,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러 ‘안보리 위반’

-   트럼프 “이스라엘 수십억 달러  
준다…스스로 지킬 것”

-   결국 이스라엘 정부 해산…  
내년 4월에 조기 총선 협의

1/16

-  이스라엘 공군, 또 시리아 공습… 

‘이란 군수 창고’

-  네타냐후 “필요하다면 더 강하게  
시리아 공습할 것”

-  이스라엘군, 6번째 헤즈볼라 땅굴 
발견…파괴 작전 완료

1/9

-  트럼프, ‘이란 시리아에서 원하는 것 
할 수 있다’ 논란

-  트럼프 ‘크루드족 보호도 원해… 
당장 철수는 아냐’

-  리버만 전 국방장관, 미 중동 평화안 
팔 측에 전달했나

1/23

-  이스라엘 공군, 시리아 다마스쿠스  
공습…‘이란 군수 창고’

-  시리아서 이스라엘 북부지역에  
지대지 미사일 넘어와…‘이례적’

-  러시아군 사절단, 이스라엘 방문… 

‘시리아 공습 멈출 것 요구’

1/2

-  텔아비브 주중 모임 네스 베카페 

-  요야킴 목사 사역 소식과 근황

-  티베리아스 메시아닉 초교,   
문 닫을 위기

1/16

-  이스라엘 북부 여러 단체들의 연말 
노방 전도

-  베잇 할렐, 연말 행사와 기도 모임 
소식

-  이스라엘 안보와 선거 위한 IFI의  
기도 컨퍼런스

1/2

지금 이뤄지고 있는 계시록의 예언들

1/16

적그리스도의 언약은 무엇인가?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1/9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브라질 대통령

1/23

시리아 미군 철수,    
앞으로 쿠르드족과 중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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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마흐네 예후다의 꼬마 악사들

1/16

바이올린과 여인

1/9

예루살렘 사이먼 앤 가펑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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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기간  

‘강림절’

-  제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기적  

‘크리스마스의 정전’

-  유명한 크리스마스 캐럴의 역사

1/16

-  미군의 시리아 철수 발표 후   
중동 국가들의 동향

-  미군의 시리아 철수가 기독교인들과 
쿠르드족에게 미치는 영향

-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려
놓은 진정한 영웅, 데이브 유뱅크

1/9

-  조기 총선을 결정한 이스라엘 정부

-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동에서의  
영향력

-  2018년 이스라엘 주요 뉴스

1/23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단독 인터뷰

–  이스라엘과 시리아 미군 철군 속도를 
논의한 존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

–  이집트에서 중동 정책 연설을 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1/2

마태복음 17장

1/2

제14강 - 눈 נ      

1/9

마태복음 18장

1/9

제15강 - 사멬흐     ס

1/16

마태복음 19장

1/16

제16강 - 아인      ע

1/23

마태복음 20장

1/23

제17강 - 페이      פ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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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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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2

예수님은 절대 아니야!  
론 캔터

1/9

이스라엘의 책, 나의 책   
댄 세레드

1/16

장애를 가진 딸과 예슈아
로렌스

브래드TV 1월 프로그램 리스트

마크 빌츠의
히브리어

알파벳 

1/2

Hosting Jewish travelers   
with Yeshua’s love 

Omri Jaakobovich

1/9

Praying throughout   
the Ring of Fire

Scott Husted 

거
리
의  

악
사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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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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