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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바로 예루살렘의 빛입니다!

열방의 행진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70년전, 그날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스라엘 총리실에 채용된

메시아닉 유대인



정말 중요한 6월입니다

2018년의 5월과 6월은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두말할 필

요도 없이 축하해야 할 일이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

후 텔아비브에 있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문을 여는 개소식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 이후 예루살렘에 열방의 대사관이 생기는 최초의 일

이었죠. 그 뒤에 과테말라도 예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기고, 곧이어 다른 나라들도 예

루살렘으로 대사관을 옮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지난 며칠 사이에 전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질투와 공격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팔레

스타인은 대재앙의 날(나크바)을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6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죠. 시리아에 있는 

이란의 군사기지는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란과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는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한반도 문제도 중요한 고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물

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잘 진행되기를 바라지만 분명한 것은 한반도에 평화의 물꼬를 트느냐 아니면 전

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요? 이란과 러시아, 터키, 시리아 그리고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성경의 예언이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놀라운 장면들을 목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와중에도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여러 도시에서는 건국 70주년과 관련된 행사가 많이 열렸습니다. 그중

에 March of the Nations(열방의 행진)라는 행사가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었는데 저희 브래드TV도 공식 협력 파트너로

서 한국어 동시통역 서비스, 강의 촬영 등으로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건국을 축하하는 자리에 동참했

습니다.

저희에게도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왔던 사무실 이전이 결정되었고 6월 말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저희 브래드TV 사옥 구입 및 이전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달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이래저래 하나님 앞에 회개와 거룩함으로 무릎을 꿇을 수 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

음을 고백합니다. 

브래드리포트 발행인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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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허예람 이고은 김강인 │ 취재 임윤아 │ 디자인 김보라 정예진 │ 인쇄 대양문화인쇄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02번길 116-18  브래드TV
전화 031-926-2722 │ 이메일 bradfilm123@gmail.com │ 홈페이지 www.bradtv.co.kr



여러분이 바로 예루살렘의 빛입니다!
열방의 행진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9

6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미국 시애틀과 영국 런던 상영회 

20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총리실에 채용된 

메시아닉 유대인

5
토라포션

6월 ~ 7월

12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70년전, 그날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6
이스라엘·중동 리포트

이란, 시리아에 통보 없이 

이스라엘에 로켓 20발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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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반 18 2  시반 19

3  시반 20 4  시반 21 5  시반 22 6  시반 23 7  시반 24 8  시반 25 9  시반 26 

10  시반 27 11  시반 28 12  시반 29 13  시반 30 14   탐무즈 1 *월삭 15   탐무즈 2 16   탐무즈 3

17   탐무즈 4 18   탐무즈 5 19   탐무즈 6 20   탐무즈 7 21   탐무즈 8 22   탐무즈 9 23   탐무즈 10

24   탐무즈 11 25   탐무즈  12 26   탐무즈 13 27   탐무즈 14 28   탐무즈 15 29   탐무즈 16 30   탐무즈 17

6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탐무즈 18 2   탐무즈 19 3   탐무즈 20 4   탐무즈 21 5   탐무즈 22 6   탐무즈 23 7   탐무즈 24

8   탐무즈 25 9   탐무즈 26 10   탐무즈 27 11   탐무즈 28 12   탐무즈 29 13   아브 1 *월삭 14   아브 2

15   아브 3 16   아브 4 17   아브 5 18   아브 6 19   아브 7 20   아브 8 21   아브 9

22   아브 10 23   아브 11 24   아브 12 25   아브 13 26   아브 14 27   아브 15 28   아브 16

29   아브 17 30   아브 18 31   아브 19

7월

토라포션 2018/5778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토라포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12)

시반 & 탐무즈

탐무즈 & 아브

베하알로트카 (켤 때에는)_  민 8:1~12:16 / 슥 2:10~4:7 / 눅 17:11~18:14

쉘라흐 (보내어)_  민 13:1~15:41 / 수 2:1~24 / 막 10:1~45

후캇트 (율례)_  민 19:1~22:1 / 삿 11:1~33 / 마 21:1~17

발락 (발락)_  민 22:2~25:9 / 미 5:7~6:8 / 막 11:12~26

코라흐 (고라)_  민 16:1~18:32 / 삼상 11:14~12:22 / 눅 18:35~19:28 / 롬 13:1~7

핀카스 (비느하스)_  민 25:10~29:40 / 왕상 18:46~19:21 / 막 11:27~12:37

데바림 (말씀들)_  신 1:1~3:22 / 사 1:1~27 / 막 14:1~16

에케브 (때문에)_ 신 7:12~11:25 / 사 49:14~51:3 / 요 13:31~14:31

봐엣하난 (간구하기를)_ 신 3:23~7:11 / 사 40:1~26 / 눅 22:13~38

마토트 (지파들)_  민 30:1~32:42 / 렘 1:1~2:3, 3:4 / 마 5:33~37
마세이 (여정들)_  민 33:1~36:13 / 렘 2:4~28, 3:4 / 약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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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영국 런던에서 참 고마운 분을 만났습니다.

신상철 장로님은 유튜브를 통해 

우연히 브래드TV를 알게 되었답니다.

‘왜 이제 알게 된 걸까? 

왜 나만 알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장로님은 런던의 한인신문에

지금까지 3년 동안 한주도 빠지지 않고

자비를 들여 광고를 해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귀한 방송을

나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힘이 납니다. 

  브래드TV의 새로운 프로그램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브래드TV의 새로운 프로그램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가 지난 4월 

25일부터 격주로 방송됩니다. 성경에 기초한 마지막 때의 전문가이자 미국에

서 저명한 방송설교자이면서 엔 타임 미니스트리(Endtime ministries)를 운

영하고 있는 어빈 백스터 목사님께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매주 국제사회

에서 전해오고 있는 커다란 뉴스를 통해 성경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

고 있으며, 우리는 과연 마지막 때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할 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빈 백스터 목사님은 이미 ‘마지막 때 이해하기 DVD 시리즈 14편’, ‘성경

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미래’, ‘휴거’등으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우

리에게 명쾌하고 설명하며 큰 호응을 얻기도 했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어디쯤 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리고 

지금 전세계가 하나님의 예언속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 

방송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브래드TV가 미국 엔 타임 미니스트리로 부터 정식으로 한국어 번역 방송

에 대한 허가를 받은 후 준비작업 끝에 현재는 격주로 방송을 시작하지만 앞

으로는 기회가 되는대로 매주 방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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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브래드 미니스트리 사무실 이전 준비

지난 5월호 브래드 리포트에서는 사무실 이전 소식을 전해드렸습

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용도에 맞게 인테리어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1층은 브래드 필름의 영화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관련 영화를 항상 상영할 수 있는 미니 상영관, 영화를 보신 분들이 

함께 이야기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카페 공간, 그리고 브래드TV

의 프로그램을 위한 스튜디오로 구성될 예정이며, 2층과 3층은 사무

실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 유대인

에 대한 마음을 품고 계신 많은 분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이야기하고 함

께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기대

됩니다. 

공사는 5월 10일경부터 시작하여 6월 중순쯤 마무리가 될 예정

입니다. 이 공간과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과 지혜가 부어져, 저희

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공간으로써 쓰이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

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가 실제가 될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새 공

간에서 곧 찾아뵙겠습니다! 

 ‘루터의 두 얼굴’미국 시애틀과 영국 런던 상영회

김종철감독의 네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이 지난 

4월과 5월 미국의 시애틀과 영국의 런던에서 상영되었습니다.

4월 30일 시애틀의 엘샤다이 교회에서 진행된 이번 상영회에서

는 약 2백여 명의 미국인들이 관람해서 뜨거운 박수와 받았습니다. 

그리고 5월 15일에는 런던 더 브릿지 크리스천 펠로우십교회, 18일

에는 런던 한인교회에서도 상영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이날 상영회

에 초대된 비 크리스천 유대인은 ‘평생 홀로코스트와 관련된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봐왔지만 이 영화만큼 자신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킨 

영화는 처음’이라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루터의 두 

얼굴’ 영화는 계속해서 전 세계를 찾아다니며 상영회를 가질 예정입

니다. 

위 ) 런던 더 브릿지 크리스천 펠로우십교회   아래 ) 시애틀  엘샤다이 교회 

7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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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삼일 간 이스라엘의 수도, 예

루살렘에 50개국의 열방에서 온 2천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모였습

니다. 바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열방의 행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협력단체로서 참가한 저희 브래드TV 스

태프들을 포함해 많진 않았었지만 몇몇 한국 크리스천들도 이 행

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번 열방의 행진은 독일 사역단체 TOS 

Ministries의 창립자, 좁과 샬롯 비트너를 통해 개최되었습니다. 

좁과 샬롯은 2007년부터 크리스천들, 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한 군

인들, 나치 SS대원들 그리고 그 후손들과 함께 홀로코스트가 일어

난 유럽의 도시들을 다니며 생명의 행진이라는 행사를 열고 있습

니다. 지금까지 20개국의 35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적게는 수백 

많게는 수천 명의 사람이 행진을 했습니다. 그들이 이 행진을 하는 

이유는, 과거 교회와 유럽의 나라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다시 기억

하며,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고, 유대인을 박해한 가해자들과 박해받은 유대인들 

사이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는 반유대주의에 맞서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에서 열린 열방의 행진 
그리고 마침내 올해 이스라엘의 건국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다른 도시가 아닌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열방의 행진을 

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ICCJ홀에서 열

린 이 행사에는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사랑하는 2천여 명의 크

리스천들이 전 세계 각국에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영어와 히브리어

로 드려지는 찬양의 시간마다 이스라엘 국기와 유다의 사자가 그려

진 깃발을 휘날리며 이스라엘을 축복했고, 쉬는 시간 동안 서로 나

누는 대화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계

신다는 말을 나누며 이스라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감추지 못했

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간의 진정한 연합을 목격하다
이 크리스천들 가운데에는 과거 나치와 함께 유대인을 죽이고 

박해한 독일사람들의 후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들과 같

은 시간 같은 자리에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들에게 고통받은 홀로

코스트 생존자들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주고 상처

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인 그 자리에는 미움과 분노가 아닌 용서

와 화해가 존재했습니다. 열방에서 온 가해자의 후손들은 무대 앞

으로 나와 가족의 죄를 고백했고,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경과 사

랑을 담아 100송이의 흰 장미를 그곳에 모인 홀로코스트 생존자

들에게 한 명씩 전달해주었습니다. 그러자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은 

가해자의 후손들이 전해주는 장미꽃을 받으며 그들을 안아주었습

니다. 그 순간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던 두 그룹의 사람들은 용

서를 통해 함께 쓰라린 상처에서 자유로워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특별한 뮤지컬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엑소더스 1947(Exodus 1947)이라는 제목

의 뮤지컬은 실제 배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 대

전이 끝난 후 1947년 7월,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포함한 4,500명

의 유대인 남자, 여자, 노인, 아이들은 Exodus 1947라는 낡은 배

를 타고 프랑스에서 당시 팔레스타인으로 불리던 지역이자 현재 이

스라엘이 된 땅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을 다스리

던 영국군은 이들의 상륙을 인정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들이 탄 배

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탑승객들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이스라엘이 건

국될 때쯤에는 대부분이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슬

프고도 감격스러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독일의 크리스천들이 뮤지

컬을 제작한 것입니다. 40분여간 진행되는 뮤지컬을 보며 홀로코

스트 생존자들을 비롯한 모든 참석자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

히 배우들이 이스라엘의 국가인 하티크바를 부를 때는, 하나 둘 일

어서기 시작하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따라 홀에 모인 모든 사

람이 자리에서 일어났고, 시온과 예루살렘 땅으로의 귀환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는 이 노래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자

리에는 각계각층의 유대인들이 방문했습니다. 

해외일정 후기

“유대 민족은 줄곧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이제 유대 민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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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목사인 아비 미츠라히, 홀로코스트 박

물관 야드 바셈의 상무 이사인 샤야 벤 예후다, 이스라엘 국회 크

네셋 의원인 랍비 예후다 글릭 등이 함께 했고, 이스라엘의 대통령 

르우벤 리블린도 영상을 통해 열방의 크리스천들에게 환영과 감사

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전하기

도 했습니다. “유대 민족은 줄곧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

리에서 여러분을 보니 이제 유대 민족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의 빛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아픔을 

딛고 용서와 화해가 이뤄지는가 하면, 유대인과 크리스천 모두가 

큰 흥분과 기쁨을 감출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이 행사 기간에 이

뤄졌습니다. 바로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이 5월 14일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입니다. 좁과 샬롯 비트너는 건국 70주년

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에 이 행사를 열기 위해 지난 2년 동안 큰 노

력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2년 전 이 행사를 준비하며 행사 

날짜를 정했을 때만 해도, 이 행사가 진행되는 5월 14일 미국 대사

관이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되리라는 것은 그 누구도 상

상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모든 참석자와 강사들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이 모든 일이 계획되었다며 이 일을 행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열방에서 온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의 건국 70주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인 미국을 

통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임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

로 인정받는 역사적인 순간을 약속의 땅, 이스라엘과 그 중심 예루

살렘에서 유대 민족과 함께 기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강

사로 참석한 하이디 베이커, 척 피어스 등은 이사야 61장의 말씀처

럼 열방이 이스라엘에 물질적, 영적 재물을 전해주고 있으며 하나

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기와 때를 열어

주셨고,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열방이 함께 예루살렘을 행진하다
이 역사적인 날의 다음 날이자 행사의 마지막 날인 5월 15일, 

드디어 2천여 명의 크리스천들이 2천 여명의 유대인들과 함께 예

루살렘을 가로질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ICCJ홀 근처의 자허

(Sacher) 공원에서 시작된 행진은 예루살렘의 도심을 가로질러 자

파 게이트 근처 테디 공원에서 끝을 맺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각

자의 손에 크고 작은 이스라엘 국기와 자국 국기를 들었고, 약 1시

간 30분간 예루살렘을 걸으며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샬롬, 축복

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거리의 유대인들은 그

들에게 환한 미소와 함께 “샬롬”으로 화답해주었습니다. 이스라

엘이 미국 대사관 이전과 관련해 팔레스타인과 국제 사회의 비난

과 공격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기를 든 수천 명의 이방인에

게서 사랑한다 축복한다는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요? 이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한 사람의 작은 빛이 모여 수천 개

의 빛이 되었고 마침내 예루살렘의 거리를 비추는 빛이 되었습니

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것이기

에, 우리는 우리의 행진과 빛을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이 시기 나고 

예수님께 열리길 바랐고,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순간마다 이를 위

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방 나라와 그 재물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모이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아름

답고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습

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통해 이스

라엘도 곧 그들의 왕, 예슈아를 찬양하며 영광의 빛을 다시 발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글 임윤아 /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스태프로 ‘브래드 쇼’ 편집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원고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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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에서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 성경 속 이야기! 

김종철 감독의 신간 ‘거룩한 성’

과거 인기 방송작가이면서 성극작가였던 김종철감독이 이스라엘 전문가답게 

성경 속의 이야기들을 생생한 드라마 대본으로 만든 3백여 편 중에 가장 작품성이 뛰년 어난 작품만 모은 책.

현장 답사를 통해 마치 2천 년 전으로 돌아간 듯 디테일하게 성경 속 이야기들을 

역사적 고증과 함께 재미와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성경의 이야기를 마치 무대 위의 연극처럼 드라마틱하게 감상해 보시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 룻 이야기

 출발부터 의미가 달랐던 베드로와 유다 - 골고다의 두 남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만 계시는 게 아니야 - 거룩한 성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은 없어야 한다 - 마사다

 누가 메시아인가 저자│토니 피어스 Tony Pearce │ 가격 12,000원 │ 199페이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담은 책!

 왜 교회는 유대인들을 핍박했나?

 6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는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왜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가?

 현재 중동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성경의 예언과 관련이 있는가?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가?

 성경의 선지자들을 메시아를 누구라 하는가?

세계 사역자와의 대화 I 저자│김종철 │ 가격 18,000원 │ 344페이지

마지막 때와 이스라엘에 대한 세계 사역자들의 놀라운 통찰력!

엄선된 사역자 10명과의 인터뷰!

지금까지 브래드 쇼를 통하여 만나왔던 수많은 신학자들의 심도있는 대화가 책으로 옮겨졌습니다! 

방송 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편집되어 삭제되었던 내용까지, 이제 책 한 권으로 만나보세요! 

한 문장, 한 문장 하나도 지나칠 수 없는 감동의 책.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가? - Endtime Ministries / 어빈 백스터 

 어찌하여 십자가가 칼이 되었나? - Sounds of the trumpet/ 리차드 부커

 유대인을 위로하는 방법 - Moriel Ministries / 야콥 프레쉬

 마지막 때와 이란의 역할 - Iran Alive Ministries / 호르무즈 샤리앗트 

브래드 북스 출판 안내

2018년도 브래드 북스 출판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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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 박물관으로 모여라! 
1948년 5월 14일, 히브리력으로는 5708년 이야르월, 금요일 오

후 3시 30분, 그날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이자 1917년부터 시작

된 영국의 위임 통치의 공식적 만기가 드디어 종지부를 찍는 날이

었습니다. 평소 이맘때 쯤 다른 유대인들 같았으면 집에서 시작될 

안식일 저녁 식사를 위해 바쁘게 집으로 향하고 있었을 텐데 텔아

비브 박물관에는 비장한 표정의 유대인 남자들이 한 사람 두 사

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들의 손에는 14

일 당일 아침 일찍 심부름꾼들에 의해 전달된 초청장이 들려있었

고, 다른 사람이 알아볼까봐 모두들 조심스럽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 장소로 찾아온 것입니다. 텔아비브의 박물관 입구에는 건장한 

유대인 남자들이 입구를 지키며 초청장을 확인한 다음에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 박물관으로 모여드

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드는 이유를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었을까요? 이들은 이날 이

곳에서 AD70년 로마에 의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 1878년 동

안 그렇게도 손꼽아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재건을 세계만방에 선포

하는 독립선언식을 열기 위해 모여드는 것이었습니다. 

맥마흔 선언과 발푸어 선언
1차 대전이 한창일 때 영국은 오스만 터키와 맞서 싸우면서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주변 아랍 

국가들에게 터키와 맞서 싸우면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국가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맥마흔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아

랍 국가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유리해지

지 않자 이번에는 미국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또 다른 방

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미국의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

어야 하는데 영국은 미국이 전쟁에 참여해 준다면 팔레스타인 땅

에 유대인 국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발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국은 아랍 국가들과 유대인들에게 이런 식으

로 이중 계약을 한 셈이었습니다. 어쨌든 1차 대전 이후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은 영국의 약속대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오기 시

작했고 이미 그곳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도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이중 계약으로 인해 팔레스타인 문제가 복

잡해지자 영국은 이 문제를 UN에게 떠넘기고 맙니다. 결국 UN은 

1947년 11월 29일에 열린 총회에서 팔레스타인을 아랍과 유대, 두 

개의 나라로 분리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땅 면적

브래드브리핑

글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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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43.53%를 아랍 민족에게 주고 절반 이상이나 되는 56.47%를 

유대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당연히 아랍 사람들은 UN의 이런 결정을 따를 수 없었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등 반대 시위를 하며 유대인들과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UN으로부터 정식으로 유대 국

가 건설에 대한 허락을 받아 놓은 이상 유대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 위임통치가 끝나는 1948년 5월 14일, 밤 

12시, 유대 국가의 건국을 전 세계에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날 독립선언식이 아랍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그들은 분명히 수

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행사를 저지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그렇게 은밀히 모여들었던 것이죠. 장소는 

텔아비브의 로스차일드 거리에 있는 텔아비브 박물관. 이 박물관

은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층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종 유물들과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1층에는 약 

3백 명 정도가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세미나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모여든 곳은 1층에 있는 세미나실이었습니다. 그 세미나실

로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장엄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숨

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세미나실 정면에는 파란색의 커튼이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테오도르 헤르츨의 흑백사진이 커다

랗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의 양옆에는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머리에 뒤집어쓰는 탈릿의 모양을 본떠 파란색의 줄무늬가 

세로로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에 다윗의 별이 함께 그려져 있는 천

이 양쪽에 똑같은 모습으로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테이

블이 길게 놓여 있었고 벤 구리온을 비롯한 유대인 지도자들이 앉

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앞에는 약 250여 명

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

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찾아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모

두 모였는데 아직도 독립선언문

이 도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독

립선언문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

연 새롭게 태어날 유대 국가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는 것인가였

습니다. 에레츠 이스라엘(eretz 

israel), 에버(ever), 유대(judea), 

시온(zion) 등이 제안되었으며, 

시오나, 이브리야, 헬즈리야 등도 

후보로 올라왔었습니다. 

유대와 시온은, UN의 분할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시온)과 대

부분의 유대 산이 그들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되었

습니다. 그러나 벤 구리온은 새로운 국가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제

안하였으며, 이는 6표 대 3표로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당일 확정된 독립선언문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정에 수정을 거

듭하여 타이프라이터기로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문을 행사장으로 전달하기로 임무를 부여받

은 제에프 샤레프라는 사람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말았습

니다. 행사를 앞두고 초읽기로 완성된 선언문을 기다리고 있기는 

했지만 정작 그 선언문을 어떻게 행사장까지 가져가야 할지 그 교

통편을 마련해 놓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나가던 차

를 불러 세워 행사장까지 급하게 데려다줄 것을 부탁했고 규정 속

도를 위반하면서까지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도중에 경찰이 속도위

반으로 멈춰 세웠지만 샤레프는 지금 자신의 가방 속에 독립선언

문이 들어있으며 급하게 행사장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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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자 딱지를 끊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독립선언문이 행사장에 도착한 시각은 행

사 시작 1분 전인 3시 59분이었습니다. 타이프라이터기로 작성된 독립선언문이 드디어 

벤 구리온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그 선언문 종이를 받아든 벤 구리온은 다시 한번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드디어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벤 구리온은 의사봉을 두들겨서 선언식을 시작했고 

곧이어 초대받은 250명의 손님들은 히브리어로 희망이라는 뜻의 하티크바 노래를 불렀

습니다. 이 노래는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의 국가가 되죠. 벤 구리온은 아주 똑똑하고 분

명한 발음으로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완성된 문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이스라엘의 소리(Kol Yisrael) 라디오 방송국의 개국 첫 방송으로 팔레

스타인 전체에 생중계 되었습니다. 

“우리 인민평의회 의원은 이스라엘 당의 유대인 사회와 시오니즘 운동을 대표해서 이

스라엘 땅에 대한 영국의 위임통치가 종료되는 오늘, 여기에 모였습니다 …(중략)… 우리

들의 자연권이며 역사적인 권리에 기초하고 또한 UN 총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이스라엘

로 알려지게 된 유대인 국가를 이스라엘 땅에 수립함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벤 구리온은 16분 동안 독립선언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대중을 향

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창립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걸로 끝입니다.” 이곳에 모여든 사

람들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힐 듯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방송을 들은 사람들은 거리

로 나와서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전 세계의 언론들도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     ●     ●

우리들의 자연권이며 역사적인 권리에 기초하고

또한 UN총회의 결의에 입각하여

이스라엘로 알려지게 된 유대인 국가를 

이스라엘 땅에 수립함을 선언합니다

벤구리온 초대 수상

이스라엘 독립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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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선언문을 발표한 지 정확히 13분 만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

령은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했으며, 곧이어 UN 분할 계획에 반대

했었던 이란의 샤 모함마드 레자 팔라비를 비롯해, 과테말라, 아이

슬란드, 니카라과, 루마니아, 우루과이에서도 이스라엘 국가를 인

정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948년 5월 17일 소비에트 

연방은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합법적으로 인정하였으며, 폴란드, 체

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아일랜드와 남아프리카가 뒤를 이었

습니다. 예레미야 2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

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

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

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마지막 때
우리는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난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하는 시대에 살

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민족이 2천 년 동안이나 흩어졌다 다시 모

일 수가 있을까요? 이것이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정치적으로 가

능한 일일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죠. 이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성경이 진리라는 증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2월 

6일 예루살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텔아비브에 있던 미

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1517년 종교 개혁이 시작된 지 정확히 500년만에, 그리고 1967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게 수복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희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스가랴 12:2~3절의 말씀 또한 그대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취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예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미치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

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전 세계는 사탄의 영으로 사로잡힌 이슬람이 창궐하고 있

으며 전 세계에서 반유대주의가 극에 달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향

한 이란, 시리아, 러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달려들

고 있잖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 다시 말해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주님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은 수도 예

루살렘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찬

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바룩하바 베쉠 아도나이’

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선 하루에도 몇백 명 씩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야말

로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큰 기

적 같은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건

국 70주년을 축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우

리의 신앙을 더욱 곤곤히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     ●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3:7~8

15브래드브리핑

독립선언문을 읽고 있는 벤 구리온



2018.05.07  월/Mon
파라과이 대사관도 예루살렘으로 이전 결정 
파라과이가 미국과 과테말라 다음으로 5월 21일에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

로 대사관을 이전했다. 카르테스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마지막 몇 주

를 앞둔 채 이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이미 파라과이 국내에서 논란이 되

고 있다. 또한 파라과이의 야당 정치 지도자들과 팔레스타인 관리들은 카르

테스의 결정을 즉시 비판했다. 카르테스 대통령은 2016년 파라과이의 역사

에서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방문한 대통령이며, 베냐민 네타냐후와의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 (Gua)

Paraguay to move embassy to Jerusalem
The Paraguay Embassy became the third country, after the United 
States and Guatemala, to move its embassy from Tel Aviv to Jerusalem 
on May 21st. President Cartes has made this decision in the last weeks 
of his presidency and it is already proving controversial in the country. 
The announcement was immediately criticized by Palestinians officials 
and Paraguayan political leaders from the opposition party. President 
Cartes was the first in the country’s history to visit Israel in 2016 and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Benjamin Netanyahu. (Gua)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로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Bless the city of Jerusalem as the eternal cap-
ital of Israel and pray for the rapid restoration 
of God’s kingdom and God’s people.

5월 주요소식
이스라엘&중동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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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8  화/Tue 

트럼프 핵 협상 탈퇴, 이스라엘 비상경계태세 돌입
2015년에 체결된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탈퇴하겠다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결정은 이스라엘에서 환영받고 있지만, 동시에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화요일, 트럼프가 협상을 종료한다고 발표한 후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시리아의 이란군에 의한 “비정상적 활동"을 확인했으며 골란 

고원 행정당국에 방공호를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새로운 방어물을 

배치하고 예비군을 동원함으로써 비상경계태세에 돌입했다. IDF는 또한 지

대지 미사일 로켓이나 박격포에 대비해 골란에 아이언 돔 단거리 공중 미사

일 방어망을 배치했다. (Ynet)

Israel on high alert as Trump quits nuclear deal
Although US President Trump’s withdrawal from the 2015 nuclear deal 
with Iran was welcomed by Israel, it has stirred fears of heightened ten-
sions in the region. As Trump announced he was exiting the deal on 
Tuesday, the IDF identified “irregular activity” by Iranian forces in 
Syria and went on high alert by instructing civic authorities on the Go-

lan Heights to ready bomb shelters, deploying new defenses and mobilizing some reservist forces. The IDF has also posted Iron 
Dome short-range air missile defenses on the Golan, to prepare for ground-to-ground rockets or mortars. (Ynet)

2018.05.10  목/Thu
이란, 시리아에 통보 없이 이스라엘에 로켓 20발 발사
시리아에서 이슬람 혁명 방위군 솔레이마니가 이끄는 이란 군대는 목요일, 시리

아를 통치하는 아사드 정권에 통보나 동의 없이 이스라엘에 20발의 미사일을 발

사했다. 이란은 수요일 자정 직후 시리아 남부에서 이스라엘 북부 기지를 공격했

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시리아에서 발사된 로켓 중 이스라엘 영토에 떨어진 

것은 없었으며 사상자도 없음을 밝혔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시리아에서 이

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 군’이 운영하는 이란의 정보기관, 군수본부, 

무기창고 및 군기지를 대상으로 50개 이상의 위치를 공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을 통해, 이란이 레드 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에 따라 이란과 

시리아에 마땅히 대응했다며, 충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TI)

Iran fires 20 rockets at Israel without giving Syria notice
Iranian forces in Syria led by Qassem Soleimani fired 20 missiles at Isra-
el on Thursday without the knowledge or the consent of the Assad regime 
that governs Syria. Iran attacked northern Israeli bases from southern Syr-
ia just after midnight on Thursday. The IDF said none of the rockets from 
Syria made impact in Israeli territory and that there were no casualties. In 
response, Israel hit over 50 positions in Syria in overnight strikes that targeted Iranian intelligence sites, logistic centers, weapons de-
pots and military bases operated by Iran’s Quds Force. Prime Minister Netanyahu reacted to the largest direct clash between the two 
nations in a video saying Iran crossed a red line and that Israel reacted to both Iran and Syria accordingly. (TI)

복음이 중동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비로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Pray for God to have mercy and to protect 
Israel from war until the gospel has had a 
chance to bear more fruit in the land and in 
the surrounding regions.

하나님께서 유대 민족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그들의 

메시아인 예슈아를 보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Pray for God to uncover the eyes and ears of 
the Jewish people, so they would see Yeshua 
and be sa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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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4 월/Mon
남아프리카, 자국 이스라엘 대사 소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 군대와의 충돌로 적어도 55명의 팔레스타인 사

람들이 가자 국경에서 사망한 것에 대한 항의로 자국 이스라엘 대사를 본국으

로 소환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와의 국경에서 "폭

력 행위”를 했다며 비난했고,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개관

식을 반대하는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건국과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대항해 이스라엘군을 향해 무장 공격을 시도했으

며,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등 폭력 시위에 가담했다. (TI)

South Africa recalls ambassador to protest Gaza conflict
South Africa recalled its ambassador to Israel in protest of at least 55 
Palestinians killed in clashes with Israeli troops on the Gaza border 
that day. South Africa announced that it condemned the Israeli army’s 
“act of violence” along the border and that the Palestinians were car-
rying out a “peaceful protest” against the inauguration of the US Em-
bassy in Jerusalem. Ten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in the Gaza and 
West Bank attended violent demonstrations that included attempted armed attacks against Israeli forces and gunmen opening 
fire at IDF soldiers in protest of Israel’s creation and the US Embassy move to Jerusalem. (TI)

2018.05.18 금/Fri
에르도안, “무슬림은 이스라엘에 물리적 행동을 취해야 한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탄불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연설을 통해, 이번 

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에 대해 항의했다. 그는 코란

을 인용하면서 세계의 무슬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물리적 입장"을 취할 필

요가 있다며, 무슬림간의 내부 싸움과 갈등에서 떠나 단결해야 한다고 말했

다. 그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점령을 비난하면서 주 미 대사관이 텔아비브

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한 것을 다시 비난했다. 에르도안은 또한 미국이 세

계 조직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비판하면서 미국은 “인권을 알지 못하

는 세계 질서”의 일부라고 말했다. (JP)

Erdogan, Muslims to take a “physical stance on Israel”
In a speech made in Istanbul to support the Palestinians, Turkish Presi-
dent Erdogan denounced Israel’s actions in the Gaza protests this week. 
He said the world’s Muslims needed to take a “physical stance on Israel” 
as he cited the Quran and called for Muslims to unite in the face of inter-
nal fights and conflicts. He condemned Israel’s occupation of Jerusalem 
and also repeated his denouncement the US Embassy move to the city. He 
continued to criticize the US for its influence over world forums and said 
that it was a part of a “global order than knows no human rights.” (JP)

팔레스타인 지도자들의 거짓말과 사람들을 위험한 폭동

으로 몰아넣는 속임이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이 세상에서 

끊어지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Pray that the influence of the Palestinian lead-
ership’s lies and manipulation, which incites 
its people into dangerous riots, be cut off 
from its people and the world in Jesus name.

터키가 더욱 극단적 이슬람으로 변해가고 반유대주의적

으로 흘러가는 가운데, 터키가 또 다른 형태의 이란이 

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As Turkey becomes more anti-Semitic and 
radical in its Islamic values, pray that God 
would not allow Turkey to become another 
form Iran.

이스라엘&중동리포트18



2018.05.21 월/Mon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전쟁범죄 기소 요청  
월요일, 리야드 알말리키 팔레스타인 외무 장관은 세계 유일의 영구적 전쟁 

범죄 법원의 검사인 파토우 벤소우다를 만나기 위해 네덜란드에 도착했다. 리

야드 장관은 지난주 미국 대사관의 예루살렘 이전에 항의하는 가자 지구 시

위 도중 숨진 팔레스타인인에 관해 보고할 예정이다. 벤소우다 검사는 국제

형사재판소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는지 기록하기 위해, 현재 상황을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벤소우다는 폭력 사태가 멈춰야 하며, 모든 관

계자들은 이 상황을 더 확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방위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MEE)

Palestine press ICC on Israel war crimes
Palestinian Foreign Minister Riyad al-Maliki arrived in the Nether-
lands on Monday to meet with Fatou Bensouda, chief prosecutor of the 
world’s only permanent war crimes court. He will report on the Pales-
tinians killed in the Gaza protests to the US Embassy move to Jerusalem 
last week. Prosecutor Bensouda said that she was watching the develop-

ments on the situation closely to record any possible crime that could fall within the court’s jurisdiction. Saying that the violence 
must stop, she added that all those concerned should “refrain from further escalating this situation,” and for the IDF to “avoid 
excessive use of force.” (MEE)

2018.05.22  화/Tue 
제3성전 사진을 받은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
데이비드 프리드만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알아크사 모스크와 황금 사

원이 유대인들의 제3성전으로 바뀐 예루살렘 사진을 받았다. 프리드만은 학

습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와 함께 브네이 브락을 둘러 보는 

행사에 참여하던 중 이 사진을 받았다. 프리드만이 사진 속 차이를 눈치챘는

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대사의 방문을 이용해 논란을 일으킨 것

에 대해 해당 단체에 사과를 요구했다. 덧붙여 미국은 "우리는 알하람 알 샤

리프, 즉 성전산의 현상 유지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HAA)

US Ambassador receives picture of Jerusalem 
with Third Temple
US Ambassador to Israel David Friedman was photographed receiving 
an image of Jerusalem that had replaced the Al-Aqsa mosque and the 
Dome of the Rock with a simulation of the Jewish Third Temple. Fried-
man was touring Bnei Brak with an organization that aids children who 
suffer from learning disabilities. It is unclear if Friedman noticed the change in the image but the US has demanded an apology 
from the organization for taking advantage of the ambassador’s visit to create controversy. The US released a statement saying 
that “we support the status quo on the Haram al-Sharif/Temple Mount.” (HAA)

이스라엘군이 다른 방법을 통해 시위단을 해산하고,   

헛되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other protest dispersal methods 
would be used by the Israeli military, so that 
needless deaths can be avoided in the future. 

모든 역경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

되도록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지체로서 함께 기도합시다.

As the global church, pray for the fulfillment 
of God’s plan against all odds and op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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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총리실에 채용된 메시아닉 유대인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 하나냐 나프탈리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를 통해 이스라엘의 문화, 풍경, 뉴스 속보 등 다양한 소식뿐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거

짓된 정보들을 반박하며 이에 대한 올바른 사실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활동

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나냐 나프탈리는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SNS 콘텐츠 제작자로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통해 약 3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브래드

TV에서도 브래드쇼 159회를 통해 하나냐 나프탈리의 사역과 간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

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이스라엘 현지 뉴스에 따르면, 이 메시아닉 유대인 청년 하나냐 나

프탈리가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무실에 새로운 소셜미디어 관리자로서 채

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냐에 대한 여러 반응들이 올라오는 한편, 네타냐후 총리의 소셜미

디어 고문인 토파즈 루크는 하나냐 나프탈리가 크리스천을 존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이스라엘을 위해 행동하는 완전한 유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하나냐 나프탈리는 

토파즈 루크 고문을 도와 네타냐후 총리의 소셜미디어를 관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냐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사무실의 동료들에게 하나냐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주셔서    

 함께 잘 협력할 수 있도록

●  하나냐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기회를 통해 이스라엘 정부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스라엘에 대한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도록

●  하나냐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언론과 대중들에게 공격받지 않고  

그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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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메시아닉 호스텔

이스라엘의 최남단 에일랏에는 메시아닉 유대인 아내 주디 펙스와 이방인 크리스천 존 

펙스가 운영하는 쉘터 호스텔이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뜻의 쉘터(Shelter)라는 이름을 가

진 이 호스텔은 사실 펙스 부부가 운영하는 사역 단체입니다. 이들은 1984년 이 호스텔

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30년 이상 동안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숙소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전 세계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머무르며 펙스 부부는 투숙객

들에게 숙소를 제공함과 동시에 복음을 나눕니다. 이들은 투숙객에게 신약 성경을 선물하

고 매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을 열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

라엘 북부 레바논 국경에서 에일랏까지의 여행길은 세계 최고의 여행길 20곳 중 하나로서 

전 세계 도보 여행자들을 비롯해 수많은 유대인 여행자들, 특히 막 전역한 이스라엘 군인

들이 이 여행길에 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펜스 부부는 이 도보 여행자들이 쉘터 호스텔

에서 무료로 하룻밤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올해 2018년도 2월 봄철 하이킹 시즌

이 시작된 이후로 벌써 200여 명의 여행객이 쉘터 호스텔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여행객들의 피난처이자 복음의 집인 쉘터 호스텔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쉘터 호스텔에 필요한 자원과 재정, 자원봉사자들을 부족함 없이 늘 채워주셔서,  

여행객들에게 서비스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  쉘터 호스텔에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그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이 간증과 

성경 공부, 신약 성경, 꿈과 환상 등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마밀라 몰에 전시되는 메시아닉 아티스트의 조각품

메시아닉 아티스트 바룩 마얀이 예루살렘의 마밀라 몰에 자신의 조각품을 전

시합니다. 예루살렘의 자파 게이트 근처에 있는 마밀라 몰은 140여 개의 상점이 

모여있는 큰 번화가로 거리 곳곳마다 여러 조각상이 전시돼 있어 이곳에 온 사람

들은 자유롭게 조각상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바룩 마얀은 한 작품을 먼저 마밀라 

몰에 전시했고, 나머지 두 작품을 전시하기 위해 작업 중입니다. 먼저 전시된 작품

은 제물이 된 이삭을 조각한 작은 청동상이고, 나머지 두 작품은 뱀을 들고 있는 

모세와 형제들 앞에서 왕으로 세워진 다윗을 조각한 실제 인물 크기의 청동상입

니다. 바룩 마얀은 다윗의 조각상을 6월 안에 완성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조각가인 바룩 마얀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어진 기한에 맞추어 조각상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도록

●  조각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제작비가 모자라지 않고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  세 개의 조각상이 전시되는 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이삭과 모세가 든 뱀, 다윗의 조각상을 보며    

초자연적으로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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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성도들을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카스파리 센터

예루살렘에 있는 카스파리 센터는 1982년 노르웨이 선교 단체가 세운 곳입니다. 이곳

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바탕으로 한 신학 교육과 여러 훈련 과정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함으로 이들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돕고 또한,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카스파리 센터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중점을 두

고 메시아닉 공동체 리더들과 협력하여 차세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한 리더십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부모와 교사들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는 일 년

에 두 차례씩 네타냐에서 안식일 학교 세미나를 히브리어로 개최하고 그 외에도 러시아계 

유대인들을 위해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소규모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회를 거듭할

수록 이 세미나의 참여자 수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메시아닉 공동체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카스파리 센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카스파리 센터에 지혜와 재정을 허락해주셔서 계속해서 더욱 수준 높은 교육과   

훈련 과정을 만들어내고,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  카스파리 센터를 통해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장성한 믿음을 가지며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배운 것들을 공동체와 가정에서 잘 활용하고    

그리스도의 본으로서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에 있는 프니엘 펠로쉽 공동체

이스라엘의 북부 갈릴리 호수 서안, 티베리아스에는 다니엘 야하브 목사를 담임으로 한 

메시아닉 공동체, 프니엘 펠로쉽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N 형제는 수년간 교도소의 재소

자들을 만나며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사역을 이어오던 N 형제는 어느 날 꿈을 꾸

었는데 그의 꿈에는 크고 좋은 물고기가 나왔고, 그 물고기를 손으로 잡자 10조각으로 나

누어졌다고 합니다. 그다음 날 그는 이스라엘 남부에 있는 교도소들을 방문했고 그날 10명의 

재소자들이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N 형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미리 알려주셨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도제목

●  회개 기도를 한 10명의 재소자들이 과거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나날이 커질 수 있도록

●  프니엘 공동체와 N 형제의 교도소 사역이 어떠한 제약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  이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교도소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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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아비브와 브엘세바에서 중독자들을 돕는 아비브 미니스트리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2005년 텔아비브에서 시작된 단체로, 텔아비브 거리의 중독자들

과 매춘부들을 도우며 예수님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또한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2013

년부터 브엘세바에서 재활원을 운영 중입니다. 브엘세바 재활원에는 로만이라는 젊은 청년

이 있습니다. 로만은 지금까지 열 번 정도 재활원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

근에 로만이 재활원을 떠났을 때 그는 한 자원봉사자에게서 천 쉐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이후 이 단체의 대표 도브는 로만을 텔아비브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로만은 돈을 훔친 것

을 사과했고, 재활원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며,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 단체의 대표 도브가 12년간 알고 지낸 이고르라는 중독자가 있습니다. 이고르

는 언제나 다가가기 어려운 무뚝뚝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최근 이고르

가 도브를 찾아와 자신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며 회개하고 싶다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

비브 사역 단체의 사역을 축복하고 중독자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로만이 더 이상 재활원을 떠나지 않고 재활 프로그램을 끝까지 마치고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할 수 있도록

●  회개 기도를 드린 이고르가 약물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  아비브의 스탭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시간과 노력을 보상해 주시고    

몸과 마음에 항상 힘과 기쁨을 주시도록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예루살렘 정의 기구

예루살렘 정의 기구는 2004년 메시아닉 인권 변호사인 칼렙 마이어스가 이스라엘에 

세운 비영리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주로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일인 4월 12일, 예루살렘 정의 기구

는 이스라엘 대법원에 한 스웨덴계 유대인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스웨덴계 유

대인 레베카 플로어는 이스라엘로 이민하기 위해 알리야를 신청했다가, 이스라엘 정부로부

터 기독교 개종 의혹을 받고 알리야를 거절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정의 기구는 이 사건에 

대한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이 탄원서를 통해 이스라엘 내무부가 레베카에 대한 결

정을 철회하고, 이스라엘은 모든 유대인의 집이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란다고 밝혔

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알리야 정책은 유대교를 떠나 자발적으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이

민을 허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탄원서를 통해 알리야 정책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받아들이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  이번 일이 좋은 선례가 되어 현재의 알리야 정책이 개정될 수 있도록

●  전 세계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자유롭게 알리야를 할 수 있도록

●  예루살렘 정의 기구가 앞으로도 메시아닉 유대인의 인권을 지혜롭게 잘 보호하며 

이스라엘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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