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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9일, 실시되는 이스라엘의 선거가 중요한 이유

이스라엘에서 메시아닉 유대인과 인터뷰를 할 때 조심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유대인

으로서 예슈아를 믿게 된 시기가 이스라엘로 이주해 오기 전인지 아니면 이스라엘로 이주

해 온 이후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믿는 과정은 대부분 극적입니다. 

전도와 성경공부를 통해서라기 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예슈아를 믿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문을 하지만 그들은 예슈아를 믿게 된 시기에 대

해서만큼은 될 수 있으면 대답을 꺼려 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현재 귀환법상으로 종교

가 유대교이어야지 이민을 허락하는데 이민 오기 전에 이미 예슈아를 만나 유대교를 떠난 

것이 인터뷰틀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귀환법을 어긴셈이 되고 그것이 행정당국에 알

려지게 되면 시민권이 박달 되어 이스라엘에서 추방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정부에 여러 차례 귀환법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지만 현재 정부의 

강경한 방침으로 그 외침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았죠. 현재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체제하에 귀환법을 담당하고 있는 내무

부는 정통 유대인이 장관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요구는 그야말로 마이동풍에 불과할 뿐입

니다. 

그런데 금년 4월 9일, 이스라엘에서는 새로운 총리를 뽑는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선거에는 현재 집권 여당인 리쿠드당의 

당수이자 이미 4번이나 총리직을 역임한 베냐민 네타냐후도 또 다시 총리직을 거머쥐기 위해 출마를 하고 강력한 상대 후보

로는 좀 더 자유로운 이스라엘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회복당의 참모총장 출신 베니 간츠와 방송 앵커 출신 라피드가 나올 예

정입니다. 베니 간츠와 라피드가 선거 승리를 위해 연합을 하게 되면 베냐민 네타냐후 후보도 선거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점이 현재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는 현재 부패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기 직전의 상황이라 자신의 입지를 위해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들과 손을 잡고 이스라

엘을 더욱 유대교화 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베니 간츠는 이스라엘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웨스

트 뱅크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철수시키겠다고 하는가 하면 안식일에 지나친 교통 규제를 풀겠다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

우며 탈 유대교 국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치에서 강력한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베냐민 네타냐후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지나친 유대교 국가 법안들을 뜯어고치겠다는 베니 간츠를 선택할 것인가? 

물론 베니 간츠가 집권을 하면 귀환법을 고쳐 예슈아를 믿는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에 이주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

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보다는 베니 간츠가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외침을 조금은 귀담아들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을 뿐이죠. 제가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법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입장은 안되지만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는 귀환법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 예슈아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지고 지금도 자신이 예슈아를 믿는 상태에서 이스라엘로 이민 온 

것이 범법이라는 것 때문에 숨어 지내는 고통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문제 말고도 이번 이스라엘의 4월 선거는 여러 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시리아에서의 미군 철수 이후 이스라엘

의 안보가 더욱 중요해지기도 했고 또 선거 이후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중동평화협정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여러모로 이스라엘의 시계는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4월 9일에 실시되는 이스라엘의 선거를 통해 

현명한 지도자가 선택되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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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 II 25 2 아달 II 26 3 아달 II 27 4 아달 II 28 5 아달 II 29 6 닛산 1 월삭

7 닛산 2 8 닛산 3 9 닛산 4 10 닛산 5 11 닛산 6 12 닛산 7 13 닛산 8

14 닛산 9 15 닛산 10 16 닛산 11 17 닛산 12 18 닛산 13 19 닛산 14 20 닛산 15

21 닛산 16 22 닛산 17 23 닛산 18 24 닛산 19 25 닛산 20 26 닛산 21 27 닛산 22

28 닛산 23 29 닛산 24 30 닛산 25

4월 아달II & 닛산

타즈리아 (임신하여)_ 레 12:1~13:59 / 왕하 4:42~5:19 / 겔 45:16~46:18 / 마 8:1~4, 요 6:8~13

페싸흐 I (유월절I)_ 출 12:21~51 / 민 28:19~25 / 수 3:5~7, 5:2~6:1, 27 

아하레이 모트 (죽은 후에)_ 레 16:1~18:30 / 말 3:4~24 / 요 7:1~52 / 히 9:11~28

페싸흐 II (유월절II)_ 신 14:22~16:17 / 민 28:19~25 / 사 10:32~12:6

메쪼라 (문둥병자)_  레 14:1~15:33 / 왕하 7:3~20 / 마 9:14~50 / 눅 9:51~10:42 

유월절 무교절 / Pesach 1

무교절 / 초실절 / Pesach 2
오멜데이 1

무교절 / Pesach 3
오멜데이 2

무교절 / Pesach 4
오멜데이 3

무교절 / Pesach 5
오멜데이 4

무교절 / Pesach 6
오멜데이 5

무교절 / Pesach 7
오멜데이 6

무교절 / Pesach 8
오멜데이 7

오멜데이 8 오멜데이 9 오멜데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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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일절

부림절



샤니 퍼거슨 
 Shani Fergu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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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니 소르코람 퍼거슨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다섯 살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배웠지만, 음악이라는 세계

로의 모험을 시작한 것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였다. 2007년, 

샤니는 친구들의 요구에 마지 못해 히브리어로 찬양하는 밴

드를 결성하여 이스라엘의 한 연례 축제에서 공연하게 됐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축제에서 공연한 곡들을 녹음하자고 요

청해 오기 시작한 것이다. 샤니와 밴드는 그 노래들을 <가까

이 Close>라는 첫 번째 CD에 담았다. 이후 샤니는 <비밀의 

정원 Garden of Secrets>이라는 두 번째 앨범을 완성했다. 

그 후로도 <청옥 빛 하늘 Sapphire Skies>과 <아름다우신 왕 

Beautiful a King>이라는 싱글 음원을 내긴 했지만 이번 앨범 

리뷰에서는 ‘비밀의 정원’을 소개하고자 한다.

샤니 퍼거슨 
 Shani Ferguson

글/ 고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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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으로서 살아가는 어려움
1979년, 샤니가 태어났을 때 그 울음소리가 위층의 간호사들에게까지 들려 어머

니 쉬라 소르코 람은 딸이 반드시 가수가 될 거라는 농담을 했다고 한다.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신자들이 겨우 10여 명에 불과했던 1960년대에 알리야 한 부모님 덕분에 샤

니는 이스라엘 메시아닉 운동의 성장과 부흥의 과정을 다 지켜봤다. 그리고 자신이 태

어난 70년대 말부터 80년대 초에 지금까지도 전국에서 불리는,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히브리어 찬양들이 등장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어린 시절, 대부분의 메시아닉 신자들

이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고 사회로부터 거절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메시아닉 유대

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의 표현이 다르

다는 오해 때문에 거절을 당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배반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썼다. 지금과 같이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엔 메시아닉 신자들 간의 교류도 쉽지 않았다. 특히 전통 유대교에 소속된 상태에서 예

슈아를 믿게 된 경우 폭력과 파문에 이은 외로운 왕따의 삶을 감당할 방법을 알지 못해 신앙을 숨기고 사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샤니는 학창 시절 내내 자신이 예슈아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해 남달리 솔직한 편이었지만, 히브리어로 ‘거듭났다'

는 기본적인 신앙 고백조차 일반인들에겐 낯설고 외래적인 표현이라 소통이 어려웠다고 한다. 그렇게 샤니는 거절과 차단이 익숙한 어

린 시절을 보낸 것이다. 그런데 90년대 들어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메시아닉 부모에게 예슈아에 대해 배운 아이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공동체 차원에서 차세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고심하다가 1994년에 처음으로 메시아닉 청소년들을 한데 모아 서로에게 

힘이 되도록 하는 장을 만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조차 전통 유대교인들의 터무니없는 고소로 얼마 못 가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특별히 미디어의 발전 덕분에, 현재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스라엘 내에서 메시

아닉의 입지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 샤니는 이러한 전환을 맞기 전 맷집을 단단히 다져온 1세대 짜바르(본토박이) 신자들 중 리더이자 

메시아닉 운동의 선구자 부모님을 둔 특권에 대해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사역의 최전방에 서 있다. 역시 음악

을 하는 미국 출신의 코비(이 앨범을 공동 프로듀싱)와 결혼하고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둔 샤니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해 메시아닉 관

점에서 국제 정세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예슈아 이스라엘 선교회’와 메시아닉 음악인들을 연결하고 지원하는 ‘아티스트 펠로우

쉽’을 이끌어가고 있다. 

비밀의 정원
총 13개 트랙 중 4곡은 영어, 나머지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샤니의 ‘비밀의 정원’ 앨범은 동료 뮤지션 스테판 미하에스쿠와의 협업

을 통해 자신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냈다. 유일한 메이저 곡인 1번 트랙 <놀라우신 Amazing>은 편안한 컨트리 느낌을 준다. 강한 멜

로디에 기분이 좋아지는 이 곡은 11번 트랙에 히브리어 버전으로 실려 있다. 타이틀 트랙인 3번 <비밀의 정원 Gan Hasodot>은 3박자

의 왈츠로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앨범 전반에 샤니와 함께한 재능 있는 싱어와 뮤지션들은 모두 젊은 이스라엘 신자들로 이들

의 보컬과 연주(기타, 키보드, 색소폰, 드럼)는 샤니의 우아하면서 말랑말랑한 음색과 날카로운 노랫말에 아름다운 힘을 보태준다. 4번 

트랙에 실린 <누가 주와 같으리 Mi Kamocha>는 메시아닉 음악을 대중화시킨 전설적인 인물인 폴 윌버가 ‘이스라엘의 소망 Israel’s 

Hope’이라는 밴드 시절에 발표한 곡을 리메이크한 것으로, 출애굽기 15장에서 미리암이 부른 노래를 가사로 삼았다. 페르시아 타르

의 현이 구슬프게 울려 넋을 빼놓는 리프가 샤니의 보컬과 개성 있게 어울려 원곡과 전혀 다른 분위기를 전해주는 곡이다. 어둡고 슬

픈 사운드의 10번 트랙 <예레미야 Yermiyahu>부터 컨템포러리 언더그라운드풍 긴장감이 느껴지는 5번 트랙 <스랍들 Srafim>과 7번 

트랙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 Merim Roshi>, 그리고 락을 바탕으로 매끄러운 재즈 분위기를 담아낸 12번 트랙 <누가 믿으리요 Eich 

Ya’aminu>까지, 영적 진리와 예배의 표현을 조합한 가사들은 강력하고 트렌디한 비트를 만나 듣는이들의 마음을 깊이 흔들어놓는다. 

6번 트랙 <왕의 집 Beit Hamelech>은 녹음 당시 10대였던 이스라엘의 래퍼 지쿠크의 리드미컬한 랩과 함께 예상을 깨는 속도의 변화

를 보여준다. 

샤니는 믿음에 숨김이 없으며, 모든 것의 중심에 신앙 고백을 두고 있다. 자신의 달란트로 받은 음

악을 통해 예슈아를 유대인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녀의 행보가 기대된다. 

샤니의 두 번째 앨범 <비밀의 정원 Garden of Secrets>은

브래드 스토어(www.bradstore.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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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선 실장

브래드TV에서 격주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들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

을 알려주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라는 프로그램에서 언제나 밝은 미소로 소식을 전해주는 진행자가 있

습니다. 바로 이금선 실장님인데요. 김종철 감독님의 아내이자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안살림을 챙기고 계신 이금선 

실장님에게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이신 김종철 감독님과 사역을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감독님이 2009년 방송국을 그만두고 회복 영화를 촬영하기 시작할 때만 해도 함께 사역을 할 계획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브래드TV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역이 확장되고 사무실의 스

태프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제가 사무실에 나가 스태프를 위한 점심식사를 준비해 주면서 발을 

들여놓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 사무실의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게 되었고 언젠가

부터는 회계일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스태프가 되어 남편과 함께 동역

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계시는데 원래 방송 진행 경험이 있으셨나요?

아니요.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방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한 적

이 없는 평범한 주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감독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는

데 저보고 진행을 해 보지 않겠냐고 권유하더군요. 못하면 잘할 때까지 밤새도록 

촬영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아마도 출연료가 따로 나가지 않으니

까 저를 시킨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도전했는데 처음엔 정말 

어색하고 부끄러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어요. 아직도 

방송을 보면 왜 저렇게 못 했나 싶어 아쉬움이 많아요.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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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님이 집에서 따로 모니터해 주시지는 않나요?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전혀 코멘트가 없어요. 아마도 코멘트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 같

으니까 그런가 봐요. ㅎㅎ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를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연은 어떤 것이었나요?

텔아비브의 거리 전도자 야콥 담카니의 심장 수술 소식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투병 이야기, 그

리고 부인의 애절한 기도요청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파오네요. 그리고 아라드의 요아김 피구아

라 목사님을 향한 전통 유대인들의 핍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할 때에도 참 가슴

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포흐타르 목사님의 교인들이 갈릴리에서 거리 전도를 했을 때 하루에 

천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예슈아를 영접했다는 감격적이고 기쁜 소식을 전할 때에는 마치 내가 그 교

회의 일원인 것처럼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전했던 것이 기억에 남네요.

브래드TV와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동안 우리 사무실이 이사를 가야 할 장소를 찾기 위해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지금의 건물을 매입해서 이사 오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죠. 2017년 4월

에 먼저 있던 오피스텔의 주인이 방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한 후 감독님과 함께 고양시 일대와 인근을 

구석구석 찾아다녔지만, 매번 허탕을 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사가야 할 곳이 어딘가요?’ 기도

를 많이 했는데 왠지 걱정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딘가에 분명히 장소를 준비해 놓

고 계실거라고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말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장소로 안내해 

주셨고 너무나 싸고 적정한 가격에 현재 건물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7월, 이 건

물의 외벽에 다윗의 별을 크게 매달던 날을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스태프들이 봐도 김종철 감독님은 일을 엄청나게 많이 하시는데 

가정에서는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어떤 분이세요?

맞아요. 일주일 내내 보통 새벽 4시면 집에서 사무실로 나가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새벽에 출근했

다가 오전에 집으로 돌아올 만큼 일 중독자나 다름없어요. 일을 해도 해도 끝이 없나 봐요. 그래도 저

녁 식사 후 설거지를 빠지지 않고 한다거나 30년째 매주 일요일 아침 식사는 직접 담당해서 식탁을 차

릴만큼 가정적이기도 하죠. 요즘은 해외촬영이나 해외 집회도 저와 함께 다니니까 거의 24시간 붙어있

는거나 다름없네요.

브래드 미니스트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는 정말 최선을 다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쉽고, 재미있고, 깊이 있게 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송과 영화, 아카데미, 출판, 이스라엘 투어…그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부분

이 없죠. 이 일들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우리나라에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

어요. 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브래드TV의 가버나움 카페로 차 마시러 

오세요… 제가 맛있는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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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2019년 상반기 이스라엘 회복 순례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고 기대하시는 2019년 상반기 이스라엘 회복 순례 일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순례는 성지순례를 처음 떠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색다른 순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무화과 코스는 5월 30일부터 6월 7일

까지, 올리브 코스는 6월 6일부터 6월 14일까지 진행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 방문, 다양한 봉사활동, 메시아닉 유대인과 함께하는 예배, 

거리 전도, 광야에서 열리는 찬양 콘서트 등 그 어느 순례보다 이스라엘을 깊이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곧 접수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브래드TV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색다른 순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일정 : 5월 30일 ~ 6월 7일

러시아항공 / 335만원

성지순례를 처음 떠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

일정 : 6월 6일 ~ 6월 14일

러시아항공 / 335만원

대한항공 / 36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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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워십이 시작됩니다

3월 말부터 매주 금요일 브래드 워십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브래드 미

니스트리가 작년 6월 새 사옥으로 이전한 이후 1층에 마련된 코텔홀에

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

지고자 했습니다. 한국 크리스천에게 이스라엘을 알리고 예슈아 안에

서 이스라엘과 한국이 함께 연합하는 사역을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기

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완연한 봄기운이 도는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해주세요! 

(정확한 시간과 정보는 브래드TV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시아닉 사역자 티크바 오트 
브래드 미니스트리 방문

김종철 감독의 ‘회복’ 영화뿐 아니라 브래드TV 프로그램에 다수 출연

한 메시아닉 찬양 사역사 티크바 오트가 브래드 미니스트리를 방문하였

습니다. 브래드 아카데미 1기 강의 중 하나인 ‘이스라엘 써클 댄스 배우

기’를 통해 춤으로 예슈아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

고, 현재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브래드쇼

도 녹화했습니다. 유대인 써클 댄스는 이스라엘 전통 음악에 맞추어 사람들

이 원을 이루어 함께 춤을 추는 것이지만 티크바는 찬양에 맞추어 춤을 추

며 전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회복 순례 때에는 예루살렘 자파 

게이트 앞에서 한국 사람들과 거리 전도를 했으며 앞으로도 함께 협력할 예

정입니다. 티크바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11



두깃 미니스트리를 후원해주시는 한국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깃 미니스트리의 대표이자 아도나이 로이 공동체의 담임 목

사인 아비 미츠라히는 텔아비브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1984년 이스라엘 공군을 제대하고 떠난 미국 여행에서 예슈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하나님 나라를 섬기

기 위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두깃 미니스트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작은 배

‘두깃(Dugit)’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의미는 ‘고기 잡는 작은 배’

를 의미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슈아의 제자들이 사용하던 작

은 배 말이지요. 왜 두깃이 저희 미니스트리의 이름이 되었을까요? 

예슈아께서 저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두깃 미니스트리의 대표

인 아비 미츠라히 목사님께서는 8년 전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주

님으로부터 텔아비브에 기도의 제단을 쌓으라는 마음을 받았습니

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주셨기 때문에 텔아비브에 기도 타워가 생기

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아비 목사님께서는 한국 분들

의 기도와 재정적 후원으로 텔아비브에서는 유일한 VIP기도 타워

를 시작하고 매년 전 세계에서 수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곳에 찾

아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곧 기도 타워를 다른 곳으로 옮겨

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기도 타워가 있는 건물을 한 호텔이 한층 

한층 사들이고 있어서 3월 말에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할 

예정입니다. 텔아비브는 굉장히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

혜와 인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슈아를 전하는 커피 하우스
두깃 미니스트리는 사람을 낚는 사역체로서 텔아비브에 아웃리

치 커피 하우스를 오픈하고 텔아비브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들의 구세주를 아는 지식에 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카페

이자 아웃리치 센터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슈아

에 대해 들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두깃 라이

브’ 행사를 열어서 예슈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

고 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오픈했던 아웃리치 커피 하우스는 종

교적 유대인들의 압박으로 인해 문을 닫았었습니다. 저희에게 이곳

을 임대했던 주인이 저희를 쫓아낸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하심 가운데 텔아비브의 가장 붐

비는 곳에 새로운 장소를 구입하여 커피 하우스를 다시 오픈할 수 

있었고 또한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더 많은 사역자들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커피 하우스 가운데 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

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텔아비브를 향한 다양한 사역들

두깃 미니스트리 안에는 아비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는 아도

나이 로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아도나이 로이는 히브리어로 ‘주님

은 나의 목자시니’라는 뜻입니다. 아비 목사님과 그의 아내인 차야

가 1996년 몇몇 사람들과 함께 한 가정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했고 

점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현재는 텔아비브 중심에서 

활발하게 사역하는 공동체가 된 것이지요. 

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정부와 함께 텔아이브에 있는 홀로코

스트 생존자, 미혼모, 형편이 어려운 100개의 가정에 물품을 나누

어주고 음식을 배급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

분의 소중한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텔아비브 아웃리치2텔아비브 아웃리치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메시아닉 사역 단체

두깃 미니스트리
Dugit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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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커피 하우스 예루살렘 아웃리치

텔아비브 아웃리치기도 타워에서 기도하는 모습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입금 하실 때 ‘두깃’으로 입금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NH농협  /  계좌번호  301-0237-1849-41

예금주 브래드TV선교회

기도 제목

여러분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텔아비브는 매우 세속적인 곳으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하나

님의 능력이 텔아비브에 임하여 유대인들의 눈이 띄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1. 아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 아비 목사님의 딸 데보라가 출산 후 높은 혈압으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 텔아비브 기도 타워가 이주할 공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4. 아도나이 로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잘 성장하며 많은 유대인을 메시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아비 목사님과 사역자인 네이트와 요아브에게 새롭게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두 명의 젊은 신자 H와 G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히 축복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두깃 미니스트리 드림

후원방법

1. 직접 이스라엘 두깃 미니스트리에 후원금을 송금할 때

Wire donation to  :  DUGIT CENTER R.A.580578805
Wire to  :  BANK LEUMI LE-ISRAEL B.M LEV DIZENGOFF BRANCH #806
Address :  50 DIZENGOFF ST., TEL AVIV-64332

Swift code  : LUMIILITXXX
IBAN : IL900108060000063820054

Account number  : 638200/54

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송금하실 때에는 한국 쪽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찾을 때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돈을 절

약하기 원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엔 아래의 계좌로 보

내주시면 브래드TV가 대신 직접 찾아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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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안보와 선거 위한 IFI의 기도 컨퍼런스

이스라엘에는 ‘Intercessors For Israel(IFI)’ 즉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자’

라는 이름의 중보 기도 사역 단체가 있다. 메시아닉 유대인 엘리야후 벤하임 대

표가 이끄는 이 단체는 이름처럼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중보 기도자들을 양육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8일 동안 IFI는 예루살렘에 기도 컨퍼런스를 열었고 

약 20개국에서 120여 명의 사람이 참석해 이스라엘의 안보와 4월에 예정된 이

스라엘 총선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기도했다.

 ● 기도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스라엘 전역과 열방에서 더 많은 중보자를 불러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과 계획이 이스라엘 땅에 풀리고, 이 땅을 공격하는 원수의 

공격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 단체의 사역과 지원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는 파수꾼과 같은 다음 세

대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이스라엘 안보와 선거 위한 IFI의 기도 컨퍼런스

-  이스라엘 정부를 향한 베아드 하임의 탄원

-  반선교단체에 맞서는 법을 알려주는

    원 포 이스라엘의 신간

-  야콥 담카니 대표, 심장 수술 이후 근황

-  FCSI의 마가복음 성경공부 컨퍼런스

-  브엘세바에서 열린 메시아닉 연합 기도회

-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100명의 새 신자

글/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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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정부를 향한 베아드 하임의 탄원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사역 단체이자 낙태 반대 단체인 베아드 

하임이 있다. 작년12월 초, 베아드 하임은 이스라엘의 보건복지부에 

낙태 지원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보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건

복지부는 베아드 하임의 탄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올해 

예산안에도 어김없이 낙태 지원금을 책정했다. 비록 이스라엘 정부

가 베아드 하임의 탄원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베아드 하임은 여전

히 낙태 반대를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으며 특별히 두 가지를 위해

서 힘쓰고 있다. 바로 낙태에 대한 올바른 사실을 조사해줄 조사 기

관과 낙태 반대 입장을 가진 언론인들을 찾고 있는 것이다. 베아드 하임은 낙태에 대한 올바른 사실과 정보를 알고 전달하는 것이 사역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스라엘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에 주님의 공의를 비춰주셔서, 더 이상 무고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아닌 올바른 곳에 세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베아드 하임과 협력할 조사 기관과 언론인들을 속히 보내주셔서, 고통받는 생명을 위해서 진실을 알리며 이스라엘 사회를 일깨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 단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빚으신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반선교단체에 맞서는 법을 알려주는
원 포 이스라엘의 신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 원 포 이스라엘은 지난 1월 초 ‘기독교와 메시아

닉 예언에 대한 랍비들의 의견에 반박하기’라는 도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예수님과 

신약, 기독교를 향한 초정통파 유대인 랍비들의 의견을 정리해, 왜 각각의 의견들이 

옳지 않은 지를 쉽게 설명해준다. 이 책의 저자이자 원 포 이스라엘의 미디어 국장인 

에이탄 바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이스라엘의 유명한 반 선교단체, 야들라힘 때문

이라고 밝혔다. 야들라힘은 2014년부터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서칭’이

라는 잡지를 보내고 있다. 이 잡지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신약의 신뢰성에 대

해 초정통파 랍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안타깝게도 이 ‘서칭’ 잡지

로 인해, 믿음을 잃어버리고 유대교로 개종한 성도들이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막기 위해 원 포 이스라엘은 2015년부터 랍비들이 제기한 의견에 반박하는 영상들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이 영상들의 내용을 쉽게 정리해 이번 책을 출간한 것이다.

 ● 이 책이 유대인들에게 많이 전해지며,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이 이 책을 읽고 랍비의 가르침에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깨달

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랍비들의 말에 흔들렸던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이 책을 통해 연약해진 믿음을 다잡고, 오히려 랍비들에게 반박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브래드리포트  MARCH 2019  NO.11 16

야콥 담카니 대표, 심장 수술 이후 근황

메시아닉 사역 단체, 구원의 나팔의 야콥 담카니 대표는 작년 7월 초 심장 수

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을 한 지 6개월이 흐른 현재까지도, 야콥 대표의 의식

은 온전히 돌아오지 못했다. 지난 6개월간 야콥 대표는 병원과 집, 재활원을 오

가며 회복 기간을 가졌다. 현재는 부인인 엘리세바 사모와 함께 자택에 머물며 

계속 요양 중이다. 엘리세바 사모의 페이스북 글에 따르면 야콥 대표는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침대 생활을 하며 많이 

움직이지 못한 탓에 몸에 무리가 왔고 정신적으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고 한다.

 ● 야콥 대표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예수님의 보혈로 치유될 수 있도록 기

도합시다.

 ● 그의 정신과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하루빨리 의식을 완전히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엘리세바 사모와 가족들, 지인들이 오랜 기다림에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구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FCSI의 마가복음 성경공부 컨퍼런스

이스라엘 크리스천 학생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FCSI는 1980년 나사렛에서 

대학생 선교를 위해 설립되었다. 현재 FCSI는 이스라엘 정부에 공식 자선단체

로 등록되어 있고 예슈아를 믿는 유대인, 아랍인, 그리고 외국 학생들이 신앙 가

운데 서로 교제하는 이스라엘에서 몇 안 되는 귀중한 장을 제공하고 있다. FCIS

의 기도 편지에 따르면, 최근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의 예슈아를 믿는 학생들이 

시온의 파수꾼과 중보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사야 59~62장의 말씀을 받아 

“산책 기도”라는 새로운 전통을 세워가고 있다고 한다. 3월 20~23일에는 전국

의 유대인, 아랍인 학생들과 외국 유학생들이 밥티스트 마을에 모여 마가복음을 

공부하는 마가복음 성경 사본 연구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해 마가복

음 컨퍼런스에 참여한 E씨는 현재 이슬람 국가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인턴

십을 하면서 자신이 다니는 지하교회에서 마가복음에 대한 귀납적 성경 연구 모

임을 시작했다. 

 ● 더 많은 학생들이 산책 기도의 비전을 이해하고 붙잡으며 캠퍼스를 위한 

중보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마가복음 

컨퍼런스 준비에 기름 부음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컨퍼런스를 통해 

참가자들이 한 성령으로 연합하고 축복 가운데 다양한 사역지로 파송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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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엘세바에서 열린 메시아닉 연합 기도회

지난 1월 12일 안식일 하루 동안, 이스라엘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

는 돌파’라는 주제로 메시아닉 연합 기도회가 열렸다. 이 기도회는 예루살렘 기도

의 집 대표로 잘 알려진 탐 헤스 목사와 브엘세바의 예슈아의 유업 공동체가 주

관했으며 브엘세바, 아쉬돗, 아쉬켈론, 아라드, 스데롯, 베들레헴, 에일랏 등 이스라

엘 남부 지역에 있는 여러 메시아닉 공동체와 사역 단체들이 참석해, 총 400명 

가량의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메시아닉 목회자와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소개하고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간증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남부 지역의 부흥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다. 

 ● 이곳에 참석한 공동체와 사역 단체들이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각

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돌파하고 이스라엘 남부에 쉬지 않고 복음의 씨를 

뿌리며 많은 영혼을 예슈아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연합과 기도의 불길이 남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100명의 새 신자

지난 1월 말, 이스라엘 포흐타르 목사가 있는 아쉬돗의 베잇 할렐 공동체의 예

슈아를 믿게 된 새 신자 100명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목사는 이

렇게 많은 인원이 한 번에 세례를 받는 일은 온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덕분이라

며 이번 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현재 베잇 할렐 공동체는 

아쉬돗의 이웃 도시인 아쉬켈론에 새 공동체를 개척하려 한다. 이미 아쉬켈론에

서는 성경 공부 모임과 구제 사역이 진행되고 있다. 이스라엘 목사는 새 공동체를 

개척할 만한 재정은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진행 중인 사역들이 아쉬켈론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 세례받은 100명의 신자가 앞으로 거룩한 삶을 지키고, 예슈아의 제자로

서 어디서든 담대히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이 공동체의 사역이 아쉬켈론에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을 

허락해주시고 더 많은 주민에게 예슈아의 복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성령께서 공동체 개척을 주관해주시고 속히 아쉬켈론에 예배와 기도의 장

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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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빈국, 이스라엘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땅속에서 엄청난 양의 원유를 뽑아 올리는 중동 아랍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유독 이스라엘은 원유가 생

산되지 않는 참 불행한 나라였었습니다. 70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역사의 현대국가 이스라엘은 돈에 눈이 밝아 돈도 많이 벌어왔고 또 

주변의 여러 아랍국가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버텨내는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에너지에 

대해서 만큼은 절대적 빈국이었죠. 이스라엘을 건국한 이후 그들은 주변 아랍국가들의 땅속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오니 분명히 자신들의 

땅에도 어딘가에 기름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1950년대부터 열심히 유전 탐사를 시도해왔지만, 그동안 별다른 성과는 거두

지 못했었습니다. 

더욱이 주변 아랍국가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에도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던 

원유를 절대로 이스라엘에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아주 가까운 주변에 수많은 원유 생산 국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

난 25년 동안, 앙골라, 콜롬비아, 멕시코, 노르웨이에서 원유를 수입해 올 수밖에 없었죠. 1968년부터 10년 동안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수입해서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아카바만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어지는 긴 송유관을 통해 공급받았지만 1979년 이란의 이슬람 혁명 이

후 그마저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일부 석유 시장에 의존했었지요. 2015년에서 2016년까지 이스라엘 석

유의 대부분은 쿠르드 지역에서 수송해 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쿠르드족이 독립을 원할 때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독 이스라엘만큼은 쿠르드족의 독립을 찬성하는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필요한 석유의 99%를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이스라엘에서 석유값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쌀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석유값 뿐만 아니라 석유로 생산되는 전기요금도 엄청나게 비쌌었죠. 이토록 에너지 문제만큼은 도무지 해결점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다!

그런데 2004년 5월 4일 이스라엘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

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이 발견되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한 것이죠. 이스라엘 유전 탐사회사 ‘기바트 

올람’은 이스라엘 북부지역 크파르 사바라는 곳에서 10억 배

럴에 달하는 이스라엘 사상 최대 규모의 유전을 발견했다고 밝

혔습니다. 확인된 매장량이 10억 배럴에 달하며 이 가운데 개

발 가능한 2억 배럴을 추출할 경우 60억 달러의 수익이 예상

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시에 탐사 중

인 마리-B와 달리트 지역에서도 가스전을 발견했고 이 가스전

까지 개발되면 이스라엘은 향후 100년간 쓸 수 있는 천연가스

를 확보하게 된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앞바다에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09년과 2010년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

은 미국의 ‘노블 에너지’라는 회사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 지중해 앞바다 90km와 130km 지점에서 각각 타마르(Tamar)와 레비아탄

(Leviathan) 등 대형 가스전을 잇달아 발견하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19년 1월 27일,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는 지난 2월부터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 건설을 위한 기초 공사가 시

작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반대 편에 있는 미국 텍사스에서부터 출발한 높이 1백 미터 무게 1만 5천 톤의 가스 시추

선이 대서양을 가로질러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레비아탄 가스전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날 같은 신문에서는 레비아탄 가스전에서 

곧 천연가스가 솟아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석탄에너지에서 벗어나 에너지 독립국가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는 꿈 같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레비아탄 가스전의 생산 시동으로 인해 열광의 분위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레비아

탄 가스전 개발로 인해 이스라엘은 진정한 에너지 독립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의 가스전 건설을 위한 기초공사 시작

이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오늘 브래드 브리핑에서 알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 김종철

이스라엘과 터키를 잇는 파이프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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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09년에 발견된 타마르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10조 큐빅 피트인데 이 가

스전의 가치를 환산하면 5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 양은 이스라엘 전

체 발전의 40%를 담당하기에 충분한 양이라고 하죠. 2010년에 발견된 레비아탄 가스전은 어떨까

요? 레비아탄 가스전에 매장된 천연가스의 양은 3조 4,547세

제곱 미터 가량 되는데 이것은 미국 전체 매장량에 절반 정도

가 된다고 합니다. 석유도 17억 배럴 이상 매장된 것으로 밝혀

졌죠. 레비아탄 가스전의 경우 최근 10년간 지구촌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전 가운데 두 번째로 규모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 9백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천

조 원에 이릅니다. 두 곳에서 발견된 천연가스의 양은 전 세계 매장량의 1%수준으로, 최소 30년 

동안 이스라엘 국내 수요를 충족하고도 남을 양이며 수출까지 가능한 양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2013년 국제 에너지 기구인 세계 에너지 협회(WFC)의 발표에 따르면 이

스라엘의 남부 사막 지역인 쉐펠라 분지 일대에서도 약 2,500억 배럴의 셰일 석유가 매장되어 있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

가 어디일까요? 바로 2,600억 배럴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쉐

펠라 지역의 셰일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라는 것이지요. 주변 아

랍 산유국들에 비해 도무지 기름과 천연가스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땅, 그래서 중동에서 유일하

게 에너지 면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땅에서 최근 들어 기름과 천연

가스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중동에서 유일하게 에너지 면에서 만큼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버려졌다고 여겨졌던 땅에서

최근들어 기름과 천연가스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토비아 루시킨

이집트와 천연가스 수출 계약을 하는 모습 

에너지 수출국가가 된 이스라엘

우선, 그동안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2014년 

1월, 천연가스 수출을 위한 첫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14년 3월

에는 이스라엘이 터키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터키 역시 천

연가스 운송을 위해 이스라엘과 터키 두 나라를 잇는 540km의 해저 파이프

라인 건설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고요. 이로써 2010년 이스라엘

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로 향하던 터키 구호 선박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터

키인 9명이 사망한 사건 발생 이후, 이스라엘과 터키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

았었는데 이젠 어쩔 수 없이 양국의 관계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

다. 또한 유럽연합 입장에서도 이스라엘의 천연가스 해외 수출은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대서양 유전이 거의 고갈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한 이스라엘은 무바라크 정권이 무너진 이후 관계가 악화된 이집트와도 2018

년 2월, 향후 10년간 150억 달러의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천연가스는 바로 옆 나라 요르단으로도 보내질 예정입니다. 과거 

군사·외교적으로 적대관계에 있던 요르단과 이미 15년간 100억 달러의 수출

계약을 맺고, 사해 인근을 관통하는 15.5㎞의 가스관을 건설했다고 하니 정

말 놀랍습니다. 이러니 세계 언론이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 노다지에 앉았다고 

표현하는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경제적 부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외교적으로

도 주변 아랍국가와 긴장 관계를 풀어나갈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성경에서 힌트를 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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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대규모 유전을 발견했던 ‘기바

트 올람’이라는 이스라엘 회사의 대표인 토비아 루시킨이라는 유대

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러시아에서 태

어나 지구물리학을 공부하고 여러 메이저급 석유회사에서 일하다

가 1984년 이스라엘로 알리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해 

온 루시킨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분명히 원유가 

많이 묻혀있을 텐데 그곳은 과연 어디일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다

가 신명기 33장에 주목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신명기 33장에는 

이집트를 떠나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모

세는 12지파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19

절에서는 잇사갈 지파와 스불론 지파를 축복합니다.

“그들(스불론)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

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

배를 흡수하리로다” 

스불론 지파는 사울 시대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헤브론

으로 갔으며 또 다윗왕의 즉위식에 필요한 물품을 보내기도 했었다

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지파는 가나안에 들어

간 이후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의 땅을 배당받게 되는데 모세

가 이 스불론 지파에게 축복하기를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

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라며 축복을 한 것입니다. 스불론 지

파가 배당 받은 땅 갈릴리 호수와 지중해 사이는 어딜까요? 그리고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다음 신명기 33장 24

절을 볼까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

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아셀 지파는 지금의 이스라엘 북부지역 아코와 하이파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서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참 희안하죠? 그렇다면 19절과 24절에서 이야기하

는 ‘바다의 풍부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 또 ‘그 발이 기름에 

잠길 것’이라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루시킨은 이 말씀을 바로 석유

와 천연가스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곳에서 석유가 

나올 가능성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일까요? 그래서 루시킨은 이 신

명기 33장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북쪽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사

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2004년에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어마

어마한 양의 유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부유국에 닥친 위협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불행히도 기름이 안나는 

나라라고 생각해 오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

하신 땅, 이스라엘은 이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부러워할 나라로 

변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석유와 천연가스는 소중한 에너지 

자원이죠. 이스라엘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안보를 지키

는 이스라엘의 전투기가 한번 하늘을 날 때 필요한 석유는 40배럴

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기름이 한 방울도 나지 않는 이스라엘에서 

전투기를 띄어 하늘을 지키고 이스라엘 국토를 지키는데 비행기 한 

대당 40배럴의 석유는 그야말로 피와 같은 것이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기름이 솟아나기 시작했으니 이스

라엘을 압박했던 주변 아랍국가들로부터 비교적 압박을 덜 느끼며 

자유로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죠. 그게 

어디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버려진 땅

으로만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중동정세와 세계정세

를 뒤바꿔 놓을 만한 보물이 묻혀 있다면 주변 아랍국가들이 이스

라엘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그들은 더욱 이스라

엘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최대 산유국 

중의 하나였던 이란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

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우선 레바논이 이스라

엘 앞바다에 대한 자신들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을 향

해 끊임없이 시비를 걸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

엘의 안보를 위해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브래드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

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자는 것이죠. 이번에 유

전을 찾아낸 이스라엘의 유전발굴회사 ‘기바트 올람’의 대표 루시

킨의 놀라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어려움

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가진게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빈손이지? 나에게는 도무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부족

한 현실을 이겨낼 방법이 보이지 않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계

신다면 루시킨 대표처럼 다시 한번 성경을 잘 읽어 보십시오. 성경 

속에 그 해답이 있을 것입니다. 

레비아탄 가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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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1 금/Fri

EU, 미국의 제재를 회피하고    
이란과의 무역 채널 개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과 핵 협정 탈퇴 후, 프랑스, 독일, 그

리고 영국이 이란과 달러 이외의 통화로 교역 통로를 열어 미국이 

이란에 새롭게 가한 제재를 피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란은 유

럽국가들이 핵 협상에서 약속된 경제적인 이득을 제공할 수 없다

면 핵 협상을 포기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작년부터 새로 가해

진 미국의 제재로 유럽 기업의 대다수가 이미 이란에서 철수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교역 통로가 이란이 느끼고 있는 경

제적 압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은 이

번 조치를 통해 핵협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

지를 보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 (JP)

EU circumvents US sanctions,  
opens trade channels with Iran
After opposing last year’s decision by US President Trump 
to pull out of the 2015 nuclear deal with Iran, the European 
countries of France, Germany and Britain have opened a new 
channel for non-dollar trade with Iran to avert US sanctions. 
Iran has threatened to abandon the nuclear deal unless the 
Europeans are able to provide them with economic benefits. 
However, the new US sanctions have succeeded in curbing the 
majority of European companies from doing business in Iran 
and the European nations do not expect the new European 
trade channel to impact the economic pressure Iran is feeling. 
Yet, Europe hopes the move will send the political message 
that it is determined to save the nuclear deal despite the US 
pullout. (JP)

2월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글/ 이고은

    

마지막 때의 예언에 따라 각국이 연합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의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의 재림 소리를 듣고 볼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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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목/Thu

랍비 예키엘 엑스틴,  이스라엘-기독교 관계를 
장려한 일생을 67세에 마감

2월 6일,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 

(IFCJ)’는 랍비 엑스틴 대표의 사망 소식을 전했다. 그동안 엑스틴

은 자신이 설립한 IFCJ를 통해 이스라엘과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사이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15억 달

러가 넘는 후원금을 모금했다. IFCJ는 이스라엘 최대의 비영리 단

체 중 하나로 연간 1억 4천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스라

엘 시민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전 세계의 기독교인과 이

스라엘인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는 곳으로 유명

하다. IFCJ는 이스라엘로 이민하는 알리야 운동을 돕고, 홀로코스

트 생존자, 에티오피아계 이스라엘인 및 드루즈인과 같은 이스라엘

의 약자들을 위한 복지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NYT)

After a lifetime of fostering Israeli- 
Christian ties, Rabbi Eckstein dies at 67 
On Feb. 6th, the International Fellowship of Christians and 
Jews (IFCJ), founded by Rabbi Yechiel Eckstein, announced 
his death at the age of 67. Through IFCJ, Rabbi Eckstein has 
raised more than $1.5 billion for Israel by promoting a resto-
ration of ties between Jews and evangelical Christians. IFCJ 
is one of Israel’s largest nonprofit organizations, raising over 
$140 million per year, and is well-known for its work to ben-
efit the citizens of Israel and to strengthen the bond between 
Christians and Israelis worldwide. The Fellowship has aided 
immigration to Israel, providing welfare and support for Isra-
el’s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the poor, elderly Holocaust 
survivors, Ethiopian-Israelis and the Druze. (NYT)

2019.02.12 화/Tue

네타냐후, 이란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반응

이슬람 혁명 40주년 기념행사에서 이란의 야돌라 자바니 장군

은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이라고 위협했

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 ‘이란 정권의 

위협을 무시하지는 않겠지만 움츠러 들지도 않을 것이며 이란이 텔

아비브와 하이파를 파괴하려는 끔찍한 실수를 저지른다면 이는 절

대 성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마지막 이슬람 혁명 기념일을 맞이하

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란의 이슬람 혁명 기념행사에는 미사

일 시험 발사와 함께 “미국의 죽음”과 “이스라엘의 죽음”을 선포

하는 구호를 외친다. (BIN)

Netanyahu directly responds to Iranian 
threats
During celebrations of Iran’s 40th anniversary of the Islamic 
Revolution, Iranian General Yadollah Javani threathened Isra-
el with destruction if America struck Iran. According to Ira-
nian state news, Javani commented that “if they attack us, we 
will raze Tel Aviv and haifa to the ground.” In response, Israeli 
Prime Minister Netanyahu said ““I do not ignore the threats of 
the Iranian regime, but neither am I intimidated by them. If this 
regime makes the awful mistake of trying to destroy Tel Aviv 
and Haifa, it will not succeed. However, this would be the last 
anniversary of the revolution that they celebrate. They should 
take this into account.” Iran’s celebrations of the Islamic Revo-
lution included the launch of test missiles and chants of “Death 
to America” and “Death to Israel.” (BIN)

    

IFCJ가 기독교인과 유대인 간의 단절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하는 가운데, 엑스틴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시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부흥이 이

란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어나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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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수/Wed

간츠, 네타냐후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

4월에 다가오는 이스라엘 선거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가장 강력

한 경쟁자로 여겨지는 베니 간츠가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네타냐후는 바

로 전날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세력을 공격했다고 공식 발표했으며 

간츠는 시리아 공격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는 이스라엘의 정책을 

깨뜨리지 말 것을 요구했다. 간츠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하는 한 가

지는 국방 기밀 규정을 해치는 것과 이스라엘 군대의 작전을 공공

연히 자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행동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이란과 시리아

의 보복을 막기 위해 자신들의 공격에 대해 침묵하는 정책을 펼쳤

지만 최근 네타냐후 총리는 시리아에서 이란의 영향력 행사를 막

기 위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TI)

Gantz accuses Netanyahu of risking  
security for politics
Israel Resilience party leader Benny Gantz, Prime Minister 
Netanyahu’s most credible rival in the upcoming Israeli elec-
tions, accused the prime minister of putting Israeli’s security 
at risk for political interests. After Netanyahu confirmed that 
Israel had attacked Iran in Syria the day before, Gantz called 
on him to stop breaking Israel’s policy of ambiguity regarding 
attacks in Syria. “I ask and I demand - there is one thing that 
needs to be absolutely forbidden - harming the code of de-
fense secrecy and boasting about secret IDF operations, which 
could endanger the lives of soldiers.” To prevent Iranian and 
Syrian retaliation, Israel generally maintains a policy of ambi-
guity regarding its strikes in Syria, but Netanyahu has recent-
ly began to confirm Israel’s strikes against Iran in Syria in 
hopes to deter further Iranian entrenchment there. (TI)

2019.02.14 목/Thu

이란을 위협하기 위한 바르샤바 중동 컨퍼런스

러시아는 폴란드와 미국이 주최한 중동 컨퍼런스에 참가할 가

치가 없다고 발표했다. 대다수의 중동국가와 유럽, 미국이 참가한 

이번 컨퍼런스는 국제회의 중 가장 큰 규모이며 미국의 부통령 마

이크 펜스,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

러드 쿠슈너도 참석하여 중동에서의 이란의 부정적인 역할을 포함

한 중동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선거를 앞둔 이스라엘의 네타

냐후 총리는 미국이 공동 주최한 바르샤바 컨퍼런스를 통해 이란

을 대적하고 있는 수니 아랍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을 드러

냈다. 하지만 참석한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이란의 눈치를 보며 고

위급 대표를 보내지 않았다. (WP)

Middle East security conference   
focuses on Iranian threat 
Russia announced that it did not participate in the Middle East 
security meeting hosted by Poland and the US in Warsaw “be-
cause we don’t see a value added in the conference.” Vice Pres-
ident Mike Penc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and Presi-
dent Trump’s son-in-law Jared Kushner from the US attended 
the largest diplomatic gathering of nearly all Middle East states, 
Europe and the US to discuss a range of Middle East security 
matters, including the negative role of Iran in the region. Prime 
Minister Netanyahu used the US co-hosted forum to display 
Israel’s strengthening relations with its Sunni Arab neighbors 
against Iran. However, many nations sent lower level diplomats 
to the meeting seeking to walk a delicate line between the US 
and Iran, who was not invited to the assembly. (WP)

    

많은 국가들이 이란의 악한 의도를 눈 감고 있는 상황에서 주님의 공의로

운 나라가 임하며 진정한 평화와 안전, 정의가 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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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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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월/Mon

예루살렘 정상회담, 
이스라엘과 폴란드의 홀로코스트 문제로 취소

이스라엘이 비셰그라드 그룹인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

아 초청해 ‘예루살렘 정상회담’을 주최할 계획이었으나 폴란드가 

불참을 발표한 후 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홀로코

스트 당시 폴란드가 나치와 협력했다’는 언급을 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후 두 나라 가운데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신임 카츠 외무 장관이 모든 폴란드인이 반유대주의를 

품고 있다고 비난하며 ‘폴란드는 그들의 모유로 반유대주의를 키웠

다’라고 말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폴란드의 마테우시 모라비

에츠키 총리는 카츠의 발언을 인종차별이라고 부르며 중앙 유럽국

가들과 이스라엘의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했던 이번 예루살렘 정

상회담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GUA)

Jerusalem summit cancelled as Israel 
and Poland row over Holocaust
Israel was forced to cancel a Jerusalem summit scheduled to host the 
V4 group consisting of Poland, Czech Republic, Hungary and Slo-
vakia after Poland announced it would not attend. Tensions between 
Poland and Israel began rising after Prime Minister Netanyahu was 
quoted by Israeli media as saying that the Poles “collaborated with 
Nazi’s” during the Holocaust. Katz, Israel’s newly appointed for-
eign minister, further exasperated the matter by saying Poles “suckle 
antisemitism with their mother’s milk,” accusing all Poles of har-
boring antisemitism. Poland’s prime minister Mateusz Morawiec-
ki called Katz’s comments racist and withdrew from the Jerusalem 
summit aimed at strengthening Israel’s alliances with central Euro-
pean nations who had already helped to block a UN condemnation of 
Trump’s recognition of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GUA)

    

성전산에서 지속되는 긴장 가운데 이곳이 모든 나라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곳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만나주셔서 이들이 용서의 힘을 통해 홀로코스

트에서 받은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019.02.20 수/Wed

폐쇄된 성전산 구역을 침범한 
19명의 팔레스타인 체포

성전산에서 수년간 폐쇄되었던 구역을 강제로 침범해 들어가려는 

팔레스타인 이슬람교도들이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을 일으켜 19명

이 체포되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이슬람 와크프 종교 의회

가 처음으로 이 지역을 침범해 기도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동일한 주

간에 팔레스타인 이슬람교도들이 폐쇄 지역을 막는 장애물을 부수

려고 시도해 충돌이 일어났었다. 폐쇄된 구역은 골든 게이트라는 곳

으로 2003년, 하마스와 연결된 그룹이 이곳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 발견된 이후 이스라엘 정부에 의해 폐쇄되었다. 이스라엘 경찰은 

이번 사건의 조사를 위해 와크프 종교 의회 의장을 소환하려 했지만, 

성전산의 관리를 맡은 요르단의 압박으로 취소됐다. (TI)

19 Palestinians arrested for breaching 
closed off area on Temple Mount
Palestinian worshipers clashed with Israeli police on Temple 
Mount and 19 were arrested after trying to force their way into an 
area that has been closed for years. A similar confrontation took 
place earlier in the week when Palestinians tried to break the gate 
blocking the closed area after the Muslim Waqf religious coun-
cil first broke into the area and help prayers there. The Golden 
Gate was sealed off by Israeli authorities in 2003 after discover-
ing it was being managed by a group connected to Hamas. The 
area was closed off also to prevent the Waqf from operating ille-
gal construction work that Israeli officials believe has led to the 
destruction of antiquities from periods of Jewish presence in the 
area. Israeli police summoned the head of the Waqf for question-
ing but cancelled it due to pressure by Jordan. (TI)

이스라엘&중동리포트 25



현재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듯 메시아닉 유대인 운동 내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으며 각 분파의 골이 깊어지고 있

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열은 이스라엘 내의 메시아닉 리더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메시아닉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분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리더인 마르셀 레바이(Marcel Rebai)는 메시아닉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하

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알아야 하며 이러한 자세가 없이는 오직 분열만이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전 세계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메시아닉 공동체가 교회에 치유의 

존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저 또 다른 실망이 될 것인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에서 메

시아닉 공동체를 30년 이상 이끌어온 토니 스페란데오(Tony Sperandeo) 목사 또한 메시아닉 운동의 미래에 대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메시아닉 운동의 미래는 연합에 달려있으며 연합은 영적 카리스마나 논쟁거리가 되는 이슈보다 훨씬 중요하다. 메

시아닉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다가가기 위해서 반드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한 

몸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스페란데오 목사는 메시아닉 운동 가운데 이러한 분열이 생기게 된 한가지 이유는 전 세계의 다양한 종파의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서로 다른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서구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후원하면서 그

들의 종파적 교리로 메시아닉 공동체의 색깔을 규정해 버리는 것이다. 스페란데오 목사는 이러한 현상을 새로운 식민

주의라고 불렀다.

 어떤 것이 유대적인 것인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 사이에 계속되는 논쟁 중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유대성을 유지하는 것

이다. 이 주제에 대해 두 명의 유대인 신자와 이야기한다면 적어도 세 개의 다른 의견이 나올 정도로 뜨거운 이슈이지

만 논쟁이 전쟁이 되는 순간 모두 다 패자가 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레바이 목사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복음

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명확한 유대적 정체성을 가짐과 동시에 복

음의 메시지를 타협하지 않는 것이다. 유대적인 전통과 사회적 도덕 규범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메시

아닉 유대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날 이스라엘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수용하는 분위기이다. 레바이 목사는 “메시아닉 유

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나누어야 한다”고 충고한다. 

메시아닉 운동의
중요한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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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의 중요성
많은 메시아닉 리더들은 메시아닉 공동체 사이의 분열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사회나 정치 영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

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한다. 레바이 목사는 만약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서로 연합한다면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으며 이것이 복음의 강력한 증거가 된다고 지적한다. 물론 이스라엘 내에서 연합이라

는 것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하는 것을 말하지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메시아닉들의 내적 

갈등이 아랍인 형제, 자매들과의 연합을 제한하고 있기도 하다. 

 다음 세대 
모든 메시아닉 리더들이 공통적으로 믿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젊은 다음 세대들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트릴 수 있다는 것이다. 레바이 목사는 메시아닉 청년들은 해외에서 건너와 정착한 기성세대보다 

이스라엘 사회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레

바이 목사 또한 알제리에서 태어나 26년 전 이스라엘로 알리야 했다. 메시아닉 유대인 다음 세대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 훨씬 진솔하며, 진실되고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숨기지도 않는다. 

스페란데오 목사 또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메시아닉 청년들이 기성세대 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 사람들

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잘 전한다고 말하며 이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복음의 메시지와 자신의 삶을 나눈

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메시아닉 운동의 활력은 메시아닉 신앙을 자신의 가정과 친구, 직장, 학교, 군대에서 자연스럽게 뿌리내리

게 하는 다음 세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메시아닉 다음 세대들은 의미 있는 유대적 문화를 포용함과 동시에 부활

한 메시아와 그의 새로운 언약을 타협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랍인, 유대인, 이방인 할 것 없

이 이스라엘 내의 메시아의 몸된 모든 지체들도 유대인들에게 생명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함께 진정으로 연합하

는 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글 / 데이비드 라자루스 (David Lazarus)

기사출처 /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 투데이는 예루살렘에 기반을 둔 신문사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소식에 대해 성경적이고 객관적인 관점

을 제공한다. 매달 발행되는 이스라엘 투데이 잡지에는 이스라엘 정치, 메시아닉 유대인과 이스라엘 내 크리스천에 

관한 소식, 유대교, 팔레스타인과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기사가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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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

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준비

된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9장)

미국 해군, 공격형 함대를 만들다

러시아와 중국이 수중에서 해군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우려

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군 또한 공격형 잠수함을 도입할 예정이다. 

2018년 8월 미군들에게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했던 해군 중장 찰스 

리처드(Charles Richard)는 미군의 모든 잠수함이 러시아와 중국, 

모두와 겨룰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있다고 발표했다. 또한 리처드

는 이 계획이 최고의 전투 파일럿을 양성하는 미국 공군 사관학교

의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전투 잠수함 선원들을 훈련하는 고급 훈련

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이란 제재

2015년 체결된 핵 협정으로 중단되었던 이란의 제재가 미국이 

핵협정을 탈퇴한 이후 다시 복원되었다. 그 후 수천 명의 이란 인들

이 “미국에게 죽음을”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이

란 제재 복원은 이란이 주도하는 사이버 공격, 탄도미사일 시험, 중

동에서 폭력을 일삼는 극단주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시키기 위

한 목적이다.

러시아로 인한 세계 3차대전

전(前) 주러 영국대사인 토니 브렌톤(Tony Brenton)은 서방국

가를 향한 푸틴 대통령의 위협이 통제 불가능한 재앙적 세계전쟁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2008년 동안 모스크바 대

사를 지낸 브렌톤은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을 심각한 위험성이 있으

며 그 위협은 한 나라의 모든 동력 장치를 중지시킴으로써 통제 불

가능 상태로 만드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로마제국

EU 군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진정한 유럽의 군대를 만들어

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다. 2017년 5월, 프랑스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

후부터 중도주의자인 마크롱 대통령은 반복적으로 하나 된 유럽을 

외치며 공동 국방 예산 및 공동 국방 정책을 만들 것을 주장하고 있

다. 2018년 6월, 영국은 EU 국가 중 처음으로 마크롱의 비전을 공식

화하기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프랑스는 EU 군대를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가장 높이고 있는 반면 독일은 연합 군사 지휘구조에 대해 

머뭇거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동성 결혼, 나뉘는 유럽

결혼을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

는 루마니아의 국민 투표로 인해 유럽 내에서 동성 결혼에 대한 동

유럽과 서유럽의 의견이 뚜렷이 갈리고 있다. 2001년 네덜란드는 

전 세계 처음으로 동성애자의 혼인신고를 허가하는 나라가 되었고 

2019년까지 오스트리아를 포함 15개의 나라가 네덜란드의 뒤를 이

어 동성결혼을 허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유럽 국가들은 동성연

애나 동성결혼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

최근 토니 블레어는 브렉시트가 그 어느 누구가 생각한 것보

다 훨씬 더 복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야기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 위해서는 EU 조약 중 회원국의 탈퇴 절차를 담고 있는 

‘Article 50’에 의거, 2년의 협상 기간을 거쳐야 한다. 2017년 3월 

29일, 영국 총리인 테리사 메이가 공식적으로 EU 탈퇴를 선언하면

서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브렉시트가 중지되어야 한다고 캠페인

을 벌이는 몇몇 단체들이 있지만, 영국 정치인들 사이에 주된 관심

사는 브렉시트가 실제로 일어날 것인가가 아닌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이 EU와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는가이다. 영국의 EU 탈퇴는 2019

년 3월 29일로 예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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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

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영국 근로자에게 마이크로칩 삽입

보안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마이크로칩을 삽입하려는 영국회사들

의 계획에 대해 영국의 가장 큰 고용자 조직이 경고했다. 기업체와 개

인들에게 칩을 삽입하는 영국회사인 ‘BioTeq’는 이미 영국 내에서 

150명에게 칩을 삽입하는 시술을 했다. 스웨덴 회사인 ‘Biohax’ 또

한 사람 몸에 칩을 넣는 시술을 하고 있으며 몇몇 영국 법률, 금융계 

회사들과 직원들에게 칩을 넣는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다. Biohax는 

이미 스웨덴에서 4천 개의 칩을 설치했다. 사람에게 삽입된 칩은 보

안 문을 열거나 티켓 구입, 의료 상태에 대한 긴급 정보 공유 등에 쓰

일 수 있다. ‘Endpoint Technologies Associates’의 자문위원인 로

저 케이(Roger Kay)는 이러한 기술이 처음에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에서 모든 일반인들에게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들어가는 페이팔과 월마트

월마트와 페이팔이 최근 두 곳 모두 회원으로 등록된 고객은 월

마트 매장에서 페이팔 계정에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수 있다고 발

표했다. 이것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한 큰 도약이다. 전자화폐

는 추적 및 관리가 용이하며 미국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기 쉽게 만

든다. 

사물 인터넷*

저명한 산업 전문가인 미코 히포넨(Mikko Hypponen)에 따르면 

사물 인터넷의 증가가 사이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가정에서 쓰는 전자 제품에는 바이러스의 침투를 막는 백신

을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호가 훨씬 어렵다고 히포넨은 말한

다. 어떤 제품이 ‘똑똑하다’라는 것은 위험에 ‘취약하다’라는 의미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 사물 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기술이나 환경을 일컬음.

세계 정부

국제 분쟁은 반드시 UN 내에서 해결이 되어야한다

러시아 총리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는 중국과 

함께 국제 분쟁의 해결은 오직 UN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메드베데프는 “러시아와 중국 모두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므로 모든 인류에게 중요한 역할을 감

당하는 UN에서 결정을 내릴 특별한 임무가 있다”고 말했다.  

UN이주협약

UN이주협약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자 이 협상을 도운 스위스 

외교관은 UN이주협약이 있으므로 스위스 같은 작은 나라들이 자

국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규적인 이주를 위한 국

제협정’(The Global Compact for Safe, Orderly and Regular 

Migration)은 2015년 유럽에 이주위기가 발생한 후 실시되었으며 

그해 7월 미국을 제외한 193개 국가가 이 협정을 승인했다.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 협정으로 인해 합법적 이주와 불법 이주의 경계가 

불투명해지고 각 나라의 주권이 약해진다고 주장하며 이 협정에 대

한 반대가 증가하고 있다.

미국, 만국우편연합 탈퇴 의사를 밝히다

트럼프 정부는 유엔 산하 만국우편연합(UPU)이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 소포를 부칠 때 보조금을 주어 미국의 생산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며 탈퇴 의사를 밝히고 만약 만국우편연합이 

이러한 사기행각을 멈추지 않는다면 미국은 공식적으로 이곳을 탈

퇴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세계통합주의 흐름을 늦추고 미

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는 미국 정부의 또 다른 조치로 보인다. 

 

세계 종교

종교통합 예배

2018년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유대교회당에서 총기 난사 사건

이 일어나 11명이 사망했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유대인을 향한 최

악의 사건으로 기록되었다. 이 사건을 빙자하여 피츠버그의 스쿼

럴 힐(Squirrel Hill) 마을 내의 지역의 모든 종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종교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

석한 버지니아주 이슬람 사회(Islamic Society)의 후세인 라스완

(Hussein Rashwan)은 이슬람은 테러, 살인을 조장하거나 후원하

지 않으며 무슬림은 아브라함을 믿는 신앙과 같이 동일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했다.

기독교 대학과 성소수자 딜레마

성경적 가치를 버리라고 동성애자 활동가들에게 큰 압력을 받고

있는 기독교 대학들에게 한 기독교 변증가가 ‘굳게 서서 타협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성경 가치를 굳게 지키던 

단체들과 학교들이 하나둘씩 흔들리고 있다.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가 그 예이다. 아주사 대학교는 동

성애자들의 낭만적인 관계는 허용하지만, 성적인 행동은 금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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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유대인 

노아 아브라하미

지난 2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2월 프로그램 리스트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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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무슬림 출신 사역자들이 바꾸는
중동의 미래  

이재진 목사(2)

2/13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가이 코헨

2/6

메시아닉 목사들을 통해 열리는

새로운 축복   

장상길 목사

1/30

-   헤즈볼라 최고지도자, 이스라엘 조롱 

…‘10년 전 땅굴 발견’

-  이스라엘 언론 ‘이스라엘군, 이라크 
공습할 수 있다’

-  이란 공군 사령관 ‘우리는 이스라엘 
파괴할 전쟁 준비’

2/13

-  이란, 이스라엘 타격가능한 사거리 
1000㎞ 탄도 미사일 공개

-  이란, 시리아 북서부서 정밀 유도  
미사일 공장 재건

-  러시아 “이스라엘의 시리아 공습 절
대 눈감지 않을 것”

2/6

-  이란군 참모총장 “이란 보호 위해  
공격적 전략 사용”

-  이란군 부사령관 “이스라엘인들  
묘지조차 없을 것”

-  이스라엘 법원, 팔인에 도끼 휘두른 
이스라엘인 구금 연장

2/20

-  팬스 부통령, EU에 핵협상 탈퇴 촉
구…‘새로운 홀로코스트’

-  쿠슈너 선임보좌관 ‘이스라엘 총선  
끝나면 평화안 공개’

-  이스라엘군, 골란고원 공격…‘쿠네이
트라 목표물 타격’

1/30

-  100명의 새 신자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다

-  반선교단체에 맞서는 법을 알려주는 
원포이스라엘의 신간

-  야콥 담카니 전도자의 심장 수술  
이후 근황

2/13

-  유대인과 아랍인이 대학교 캠퍼스에서 
하나되도록

-  베아드 하임, 생명의 동산에서 식수  
행사 가져

- 이스라엘 전국 여성 집회 ‘밧 찌욘’

1/30

다가올 마지막 부흥

2/13

휴거 될 것인가? 남겨질 것인가?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2/6

아시안컵에선    
왜 이스라엘을 볼 수 없는가?

2/20

거대 유전 발견,    
대박 난 이스라엘

브래드리포트 MARCH 2019  NO.1130



1/30

벤야후다 거리의 아들들

2/13

예루살렘의 인디언

2/6

자파 게이트의 기타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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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미군 철군 이후 시리아 북동부 지역
을 차지하고자 하는 나라들 

-  반이스라엘 지지자를 만들고 있는 
WCC 프로그램

-  시리아 사람들을 돕는 이스라엘군의 

‘선한 이웃 프로젝트’

2/13

-  시리아 미군 철수 이후 북동부 상황  

-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새로운 형태의 
정부

-  다가올 대학살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시리아 기독교인

2/6

-  시리아 민주군 대변인과의 인터뷰

- 메말라가는 갈릴리 호수

-  성경 내용을 증명하는   
실로의 고고학적 발굴

2/20

–  시리아 북동부를 장악하려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함께한   
트럼프 국정연설

- 중동에 대한 미국 정책의 변화

1/30

마태복음 21장

1/30

제18강 - 짜디      צ

2/6

마태복음 22장

2/13

제19강 - 쿠프     ק

2/13

마태복음 23장

2/20

제20강 - 레쉬      ר

2/20

마태복음 24장

메
시
아
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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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20

시청 광장의 우정 콘서트 

2/6

흔들리는 정체성 가운데
들려온 목소리   

베네사

1/30

두려움을 이긴 호기심, 
그 안의 예슈아

댄 세레드

2/20

성경이 약속한 것들을
하나도 느낄 수 없어요 

조엘

2/13

예슈아를 믿기로 한 이유가 뭐야? 

쇼샤니

브래드TV 2월 프로그램 리스트

마크 빌츠의
히브리어

알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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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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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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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리포트는 매달 2~3째 주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시면 반드시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