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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에르도안이 이끄는
터키의 앞날이 염려된다

기사로 보는 이스라엘과 중동

여호와의 절기와
그리스도인의 믿음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요야김 & 데보라 피구아라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브래드TV 개국 4주년 및
이전 감사 예배



Thank you for Everything!

지난 6월과 7월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브래드TV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고 또 축복해 주시는지를 여러모로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었

습니다. 

5월 22일 새 사옥 구입을 위한 잔금을 치르고 그 다음날부터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리모델링 공사 기간 때에도 다른 현장에서는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 어떤 갈등도 말싸

움도 없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는 인부들도 모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에서 작업하는 

것이라며 성실하고 꼼꼼하게 작업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날씨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하는 동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더니 작업이 모두 끝난 6월 27일, 

저희가 이사를 한 뒤부터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 공사기간 동안 장마가 시작되었다면 저희가 이사를 

하는 데에 아마 큰 차질이 있었겠죠. 공사가 끝난 후 비가 오니 공사기간 동안 쌓였던 온갖 먼지들이 샤워하듯 깨끗하게 

청소가 된 것은 물론, 건물의 어느 부분에 비가 새고 문제가 있는지를 미리 알고 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를 한 뒤 새로운 환경에 맞춰 사무실을 정리하느라 정신없을 때에도 하나님께선 많은 분들을 저희에게 보내주셔

서 마침 필요로 했던 부분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감자를 삶아오셔서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었고, 어떤 분은 저

희 극장에 설치해야 할 의자 100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한두 번만 사용했다는 

프린트기를 직접 들고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카메라를 구입해 주신 분도 계셨으며, 저희 코텔홀에 통곡의 벽을 

만들 때에도 봉사자분들이 찾아와 함께 땀을 흘려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벌써부터 통곡의 벽을 보고 싶다며 물어 물어 

찾아와 통곡의 벽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브래드TV의 새 사옥 구입과 이전에 대해서 마치 자신의 일인양 기쁨으로 여기고 여러모로 동참해 주

셨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십시일반으로 통곡의 벽을 위한 벽돌 한 장 한 장을 함께 쌓

아주신 브래드TV 시청자 여러분과 후원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귀한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무한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해 끝까지 겸손하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한다

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고 중단하게 하려는 사

탄의 유혹과 방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공격과 어려움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등록번호 라00110 │ 등록일자 2018년 4월 27일 │ 발행처 브래드 미니스트리 │ 발행인  김종철 │ 편집인 이금선
기획 허예람 이고은 김강인 │ 취재 임윤아 │ 디자인 김보라 정예진 │ 인쇄 대양문화인쇄사│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502번길 116-18  브래드TV
전화 031-926-2722 │ 이메일 bradfilm123@gmail.com │ 홈페이지 www.bradtv.co.kr



	 6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요야김 & 데보라 피구아라

	 8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브래드TV 개국 4주년 및 이전 감사 예배

	10 기사로 보는 이스라엘과 중동

  여호와의 절기와 그리스도인의 믿음

	14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에르도안이 이끄는 터키의 앞날이 염려된다

	18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2

  그래픽 디자이너 정예진

	20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이스라엘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유대 민주 국가 법안” 통과

	24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내무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캐롤린 가정

	28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표지/목차 사진  예루살렘의 다윗의 탑 (The Tower of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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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포션 2018/5778-5779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토라포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엘룰 21테슈바 22

2  엘룰 22         테슈바 23 3  엘룰 23 테슈바 24 4  엘룰 24 테슈바 25 5  엘룰 25 테슈바 26 6  엘룰 26 테슈바 27 7  엘룰 27 테슈바 28 8  엘룰 28 테슈바 29 

9 엘룰 29 로쉬 하샤나 이브

                        테슈바 30
10   티슈리 1 테슈바 31

*신년

11 티슈리 2 테슈바 32 12   티슈리 3 테슈바33 13 티슈리 4 테슈바 34 14 티슈리 5 테슈바35 15 티슈리 6 테슈바 36

16 티슈리 7 테슈바 37 17 티슈리 8 테슈바 38 18 티슈리 9 테슈바 39 19 티슈리 10 테슈바 40 20 티슈리 11 21 티슈리 12 22 티슈리 13

23 티슈리 14 24 티슈리 15  초막절 25 티슈리 16  초막절 26 티슈리 17  초막절 27 티슈리 18  초막절 28 티슈리 20  초막절 29 티슈리 20  초막절 

추석

9월 엘룰 & 티슈리

키 타보 (들어가서)_ 신 26:1~29:9 / 사 60:1-22 / 눅 23:26~56

봐엘렉 (가서)_ 신 31:1~30 / 사 55:6~56:8 / 롬 10:1~13

수콧 (초막절)_ 레 22:26~23:44 / 민 29:12~16 / 슥 14:1~21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_ 신 32:1~52 / 호 14:1~9 / 미 7:18~20 / 욜 2:15~27 / 요 21:1~25

니짜빔 (서 있는 것은)_ 신 29:10~30:20 / 사 61:10~63:9 / 눅 24:1~12 / 롬 10:1~13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아브 20 2   아브 21 3   아브 22 4   아브 23

5   아브 24 6   아브 25 7   아브 26 8   아브 27 9   아브 28 10   아브 29 11   아브 30 *월삭
                        테슈바 1

12   엘룰 1   *월삭
                       테슈바 2

13   엘룰 2  테슈바 3 14   엘룰 3  테슈바 4 15   엘룰 4  테슈바 5 16   엘룰 5  테슈바 6 17   엘룰 6  테슈바 7 18   엘룰 7  테슈바 8

19   엘룰 8  테슈바 9 20   엘룰 9 테슈바 10 21 엘룰 10 테슈바 11 22  엘룰 11 테슈바 12 23  엘룰 12 테슈바 13 24 엘룰 13 테슈바 14 25  엘룰 14

26  엘룰 15 27  엘룰 16 28  엘룰 17 29  엘룰 18 30  엘룰 19 31  엘룰 20

8월 아브 & 엘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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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팀 (재판장들)_ 신 16:18~21:9 / 사 51:12~52:12 / 마 26:36~27:10

키 타보 (들어가서)_ 신 26:1~29:9 / 사 60:1~22 / 눅 23:26~56

키 테체 (나가서)_ 신 21:10~25:19 / 사 54:1~10 / 눅 23:1~25

레에 (보라)_ 신 11:26~16:17 / 사 54:11~55:5 / 요 15:1~17:26

30  티슈리 21

나팔절 나팔절

대체공휴일

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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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

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

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_신명기 10:17~19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를 사랑하시며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행할 것

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비록 저희 부부가 아라드 지역에 사는 예슈아를 믿는 어린이들을 

돕고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베두인 아이들과 수단 아이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라드 지역에는 오후부터 늦은 저녁까지 목적 없이 배회하는 

수단 아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은 대부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배회하는 아이들을 발견한 이웃들은 이들을 경계하며 경찰을 부르곤 합니다. 이 수단 아

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매우 어렵습니다. 전기가 끊기기도 하는데 그럴 때면 우리에게 찾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요야김 & 데보라 피구아라 
메시아닉 사역자

요야김과 데보라 피구아라 부부는 이스라엘의 아라드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메시아닉 사역자입니다. 김종철 감독의 영화 ‘회복’과 브래드

쇼에도 다수 출연하셔서 이스라엘에서 예슈아를 알리는 사역을 하는 이들이 마주하는 어려움과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거

해 주셨죠. 현재는 이스라엘 내의 베두인 아이들과 수단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1. 베두인 아이들과 함께 있는 요야김 목사  2,4. 수단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요야김목사 3. 피구아라 부부와 아이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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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와 간절히 부탁하곤 합니다. 이들은 수단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피해 이스라엘로 피난을 왔지만 문화적 차이와 그들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단 사

람들은 텔아비브에 살고 있으며 아라드 지역에도 소수의 수단 사

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단 아이들은 관심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의 남편인 요야김 목

사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며 사랑과 관심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와 교제하는 베두인 족속의 삶은 수단 사람들보다 더욱이 

열악합니다. 오두막에서 먼지에 뒤덮인 채로 살고 있으며, 지독한 

가난과 잔인한 폭력이 가득한 환경으로 인해 베두인 아이들은 절

망에 빠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을 수조차 없는 상황에 

처해있지요. 이들을 위해 저희는 Barnabas Israel 팀과 함께 격주

에 한 번씩 베두인 아이들과 함께 쿠키, 피자를 먹고 탁구와 게임

을 함께하며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활동을 통해 베두인 아이

들은 영어와 히브리어를 배우고, 저희에게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나

누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저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어두운 

곳에 빛이 되며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로서 부르심을 믿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비전을 받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기다리고 있습

니다. 그 비전은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예슈아를 믿는 

메시아닉 마을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적절한 부지와 아이들

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준비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이 지어지게 된다면, 이는 이스라엘의 첫 메시아닉 마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한 일이지요.

저희 가정은 요즘도  저희 집에 찾아와 시위를 하는 정통 유대

인들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일 찾아와서 지나가는 이

들에게 이 집에는 위험한 선교사들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

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선 선하시며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정

통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할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들이 저

희 집 문 앞에 있을 때면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 마음에 주신 말들

을 그들에게 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정통 유대인들이 어두움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

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빛되신 예슈아의 사랑을 담아

요야김과 데보라 피구아라 드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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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TV 개국 4주년 및  이전 감사 예배

지난 7월 27일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새 사옥에서 브래드TV 개국 4주년 및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

들이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지어

진 곳이기에 직접 기도의 응답을 보신 많은 분들이 감격하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희 모든 직원들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

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사무실은 저희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공간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는 공

간을 만들기 위해 1층에 가버나움 카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번 감사 예배 때 공간이 협소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시 못해 아쉬워하셨

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가버나움 카페 공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오픈되어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언제

든지 찾아오셔서 이스라엘에 관한 서적을 읽고 기도하며 브래드 미니스트리가 한반도 땅을 깨우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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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TV에 설치된 통곡의 벽,  
방문자 줄 이어 

지난 6월 22일 브래드TV가 일산동구 풍동의 새 사옥

으로 이전하고, 페이스북과 브래드 브리핑을 통해 새 

사옥 1층에 설치된 통곡의 벽이 소개된 이후, 많은 분

들이 통곡의 벽을 보기 위해 방문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바람 선교단, 순복음강남교회, 글로벌 

미션팀, 케드마 코리아 대전지역팀 등 약 1백여 명이 찾

아오셨는데요. 새 사옥 1층의 코텔홀(Kotel-히브리어

로 통곡의 벽이라는 뜻)에 마련된 통곡의 벽을 마주하

는 순간 ‘와!’ 하는 탄성과 함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통곡의 벽에 손을 대고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친 후에는 손끝으로 일

일이 통곡의 벽을 만져보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명소가 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김종철 감독

으로부터 브래드TV의 새 사옥에 통곡의 벽을 직접 만들게 된 사연을 듣고 감동적인 통곡의 벽이라는 말도 해 주셨습니다. 브래드TV 새 

사옥에 설치된 통곡의 벽을 방문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은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픈 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루터의 두 얼굴 
‘Mind Field Film Festival’에서

플래티넘 어워드 수상

지난해 한국에서 첫 선을 보였던 김종철 감독의 네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은 이미 International Independent Film Festival에서 ‘베스트 다큐멘터리 영

화’로 선정되는 등 여러 차례 국제영화제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아 수상을 했었는데

요. 올해 다시 한번 미국 LA에서 매년 개최되는 MindField Film Festival에서 Best 

Documentary Platinum Award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

니다. 

이 영화는 오는 8월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Great Lakes Christian Film Festival과 10월 

미국 뉴저지에서 열리는 Churches Making Movies Christian Film Festival의 다큐멘

터리 부문에 공식 선정되어 초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영화가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좋

은 성적을 거둬 이 영화를 보는 전 세계인들이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

프게 하는 것인지 눈을 뜰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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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보는 이스라엘과 중동

여호와의 절기와
그리스도인의
믿음

하나님의 달력에 있는 모든 절기는 예슈아를 믿는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비록 대부분의 그리

스도인들이 성경적 절기를 유대인들의 오랫동안 잊혀진 역사 정도로 여기더라도, 이러한 절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있어 매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슈아와 사도들이 이스라엘

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유대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며 지킨 절기들은 오늘날에도 모든 그리스도

인과 메시아닉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의 절기라는 것은 사실 여호와의 절기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레위기 23:2).” 비록 

하나님께서는 시온산에서 유대인들과 맺으신 언약

의 일부로서 이 절기를 지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 이 절기

를 제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지

시하신다. “너는 매년 세 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

라 (출애굽기 23:14).” 여기서 말하는 세 번의 절

기는 유월절(Pesach)과, 오순절(Shavuot), 초막절

(Sukkot)이다. 이 세 가지 절기 외에도 하나님께서

는 레위기 23장에서 네 가지 절기를 더하시며 총 일

곱 개의 성경적 절기를 제정하신다. 이 네 가지 절기

는 유월절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무교절(Matzah)

과 초실절(Bikkurim) 그리고 초막절 바로 전에 있

는 나팔절(Teruah)과 대속죄일(Yom Kippur)이다. 

성막에 있는 일곱 촛대의 메노라는 이 세 가지 주님의 

절기와 나머지 네 가지 절기를 합친 일곱 가지 절기

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훌륭한 장치이다. 메노라 한

쪽에 세 개의 촛대가 있고 가운데에 한 개의 촛대, 

반대쪽에 세 개의 촛대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절

기도 유사하다. 먼저 농사를 시작하는 시점에 세 개

의 절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있으며, 그 중간

에 오순절이 있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은 농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위치해 있다. 하나님

께서 지정하신 일곱 가지 절기는 하나님이 약속하

신 시간이다. 절기의 히브리어 단어는 mo’edim으로 

영어로는 절기(feasts, festivals)로 번역되어 있다. 

mo’edim이라는 단어는 리허설이라는 단어로도 번

역될 수 있는데 이로 보면 절기는 앞으로 일어날 일

에 대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것이라 할 

대속죄일에 한산한 예루살렘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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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일곱 개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만나기로 정하신 약속된 시간이자, 메시

아적 예언을 가리키는 리허설인 것이다.

절기에 대한 크리스천의 입장
역사 가운데 그리고 현재에도, 유대인 그리고 크리스천 리더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적 절기

를 지키는 것에 있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유대교와 기독교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이 유대

적 절기를 지킴으로써 유대교와 기독교의 경계를 혼동케 하는 것에 대해 용인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한 크리스천의 입장은 대부분 교회 역사의 초기부터 시작된 반 유대주의

에 기초한다. 예루살렘 공회(Jerusalem Council)를 통해 교회가 온전히 이방인에게 문을 열기

까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슈아를 믿는 신자

들은 당연히 이 절기들을 지켰고, 절기를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성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중요한 유대적 유산 중에 하나였다. 이 유산 위에 교회의 유대인 리더

들은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다. 그리고 이들은 예슈아를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성취하신 세상의 

구원자로 믿었다.

메시아에 대한 그림
모든 절기들은 예슈아를 믿는 신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유대인 랍비이자 이방인

의 사도였던 바울이 골로새서 2장 16~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절기들이 메시아에 대한 

진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나 명절이나 초승달 축제나 안식일 문제

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안식일과 절기]은 장차 올 것들의 그림

자일 뿐이요,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골 2:16~17).” 이 모든 일곱 개의 절기는 메시아

에 대한 예언적 그림이며, 메시아는 이 모든 절기의 실체이시자 성취 그 자체이시다. 

먼저 세 개의 봄 절기만큼 예슈아 하마시하(Yeshua HaMashiach)를 완벽히 보여주는 그림은 

없다. 예슈아는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영원히 그리고 영적으로 유월절을 이루셨다. 그

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요 1:29). 또한 예슈아는 

초막절을 기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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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교병(Unleavened Bread) 그 자체로서, 죄에 굴복하지 않으신,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벧전 2:22). 그분은 하늘에서 오신 생명의 

떡으로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요 6:33, 

41, 50). 마지막으로 예슈아는 부활의 첫 열매로서(고전 15:23) 초

실절에 부활하시며 초실절을 이루셨다. 

부활하시고 5일이 지난 오순절에 예슈아께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눅 24:49).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이스라엘에게 토라를 

주셨던 것처럼, 예슈아의 부활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순절 날, 

예슈아께서는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을 성령으로 채우시며 전 

세계에 복음의 증인들이 되도록 능력으로 입히신 것이다 (행 1:8).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은혜로 봄의 절기를 채우시며 성취하신 것처

럼, 예슈아께선 가을 절기도 성취하실 것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 때를 알리는 날을 정하셨다. 나팔절에 신성한 

쇼파의 경고 소리는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온 세계를 회개와 회

복으로 부를 것이다(욜 2:1).

이 경고의 소리에 이어 놀라운 회복의 역사로 인해 이스라엘은 메

시아를 알아보게 될 것이고 그와 화목하게 되며(슥 12:10), 모든 이

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롬 11:26).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윗의 집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시는 때이며, 그들 모두를 의

롭게 하시고(사 60:21),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을 영원

히 새기는 때로서(계 21:27),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의 궁극적 성취

가 될 것이다(슥 13:1).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주님으로 의로워진 유

대인과 이방인은 예루살렘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시인 예루

살렘에서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짐을 기념하는 마지막 절기인 초

막절을 기념할 것이다. 주님의 백성들은 예슈아 하마시아(Yeshua 

HaMashihach)와 함께 다스리며(계 20:6)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를 얻게 될 것이다(단 7:18).

크리스천의 유월절은
유대적 해석에 기초되어야 한다
크리스천들이 히브리 성경의 예언과 관습들에 대해 해석할 때 그

들의 해석은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슈아를 본 1세기 유

대인들의 해석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예슈아 자신도 토라를 지키

는 유대인이셨다.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 10년가량은 그 구성원들이 

신실하게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들이었다. 또한 많은 수의 바리새파 

(행 15:5)와 제사장들(행 6:7) 또한 그 구성원을 차지했다. 그 당시

에 지배적인 유대교 분파가 없었기에, 유대인들은 전통 유대 공동체

의 신조나 조직신학에서 벗어나 성경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었다. 

유월절에 대한 크리스천의 해석과 유월절에 나타난 예슈아의 죽음

과 부활은 유대적 해석이라는 견고한 바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

슈아의 유대인 제자들은 예슈아의 생명과, 죽음, 부활, 승천을 담은 

유월절 쎄데르(Passover Seder)를 기념했다. 

크리스천 교회의 초기 유대인 리더들은 유대적 해석에 기반하여 유

월절 사건을 예슈아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사건으로 해석했다. 또한 

후에 이방 교회가 출애굽의 유월절 사건을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

도, 그 해석은 유대의 선조들이 놓은 기초의 확장이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 성경은 명확한 답변을 준다. 바로 예슈아 그분이다. 

예슈아의 삶보다 더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있을까? 복음서에 따르

면 예슈아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대로 전통적인 쎄데르를 

지키시며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기념했다. 아직도 혼란스

러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바울은 유월절 안에 갈보리를 보기 

위한 예배의 순서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

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

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23~26)” 

이보다 더 명확한 설명은 없을 것이다. 바울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

들에게 예슈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행하신 대로 유월

절을 지킬 것을 말하고 있다. 이 똑같은 원리가 다른 절기에도 적용

된다. 왜냐하면 예슈아께서 이 모든 절기의 성취 그 자체이시기 때

문이다. 

 

기사출처 : https://www.jewishvoice.org/read/article/gods-festi-
vals-and-christian-faith

John D. Garr. PH.D. / Jewish Voice
Jewish Voice는 메시아닉 유대인인 Kaplan에 의해 

1967년 세워진 사역 단체로 복음 전도와 메시아닉 유대

인 공동체의 성장, 이스라엘과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미디어 사역, 의료 아웃리치, 여러 인도주의 봉사를 포함

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여호와의 절기.  
절기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신가요?

‘시공간 속의 예슈아’와
(정태권 선교사 지음)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김삼성 선교사 지음) 

지금 읽어보세요!
구매 : www.brad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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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브리핑

글 김종철

에르도안이

이끄는

터키의 앞날이

염려된다

지난 2018년 7월 9일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터키의 수도 앙카라에서 취임식을 열고 터키 역사상 첫 제왕적 대통령에 올랐

습니다. 터키는 지난해 4월 정치체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에르도안은 터키에서 대통령 중심제의 초대 대통령이 

된 셈이죠 그런데 세계 언론에서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21세기 술탄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왜 남의 나라, 그것도 우리와는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터키에서 에르도안이라는 인물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사실 에르도안 대통령이 꿈꾸고 있는 야망이 있는데, 이것이 곧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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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먼저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에르도

안 대통령은 1954년 이스탄불 교외 빈민가인 카심파사에서 출생

했습니다. 어린 시절 에르도안은 길거리에서 레모네이드와 참깨빵

을 팔며 학교를 졸업한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라고 알려져 

있죠. 1994부터 1998년까지 터키의 최대 도시 이스탄불의 시장을 

지냈고, 2001년 정의개발당을 창당하였습니다. 2003년 총선 승리

로 59대 터키 총리가 되었고 2007년, 2011년 잇따라 총선에 승리

하면서 터키 최초의 3선 총리로 11년 동안이나 터키의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터키 법에서는 3번의 총리 임기 후 또다시 4번이나 연

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기는 했지만 

2014년에는 오히려 12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정

치인으로서는 승승장구의 길을 걸으며 정치적 자신감으로 충만해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2014년 에르도안이 대통령으

로 당선되었을 당시 터키는 의원내각제였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에 터키의 정치구조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력한 대통령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다시 

대선을 치르면서 또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이죠. 터키가 의원내각제

에서 완전한 대통령 중심제로 바뀐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번에 새로 선출된 에르도안 대통령은 행정·입법·사법 3권을 

모두 거머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직이 폐

지되었기 때문에 에르도안은 의회의 동의 없이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고, 의회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사법 체계에 개입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정책도 좌지

우지할 수 있고, 대법관 15명 중 12명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에르

도안 대통령은 거의 완전한 면책권을 얻게 되고 어떤 이유로든 그

를 탄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이번에 개정된 법에 의하면 에르도안은 이번 임기 말고도 한 번 더 

5년 중임이 가능하고요. 또 임기중에 조기 선거로 당선되면 임기 

5년이 추가로 더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본다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앞으로 2030년에서 2033년까지 무소불위의 

절대권력으로 초장기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현재 에르도안 대

통령의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65세입니다. 앞으로 최고 80세까

지 집권할 수 있으니 거의 종신제나 다름없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세계 언론이 에르도안을 가리켜 ‘21세기 술탄’이 될 거라는 전망을 

하는 것도 결코 심한 얘기는 아닙니다. 

술탄이란 이슬람 종교 경전에 따르면 도덕적 책임과 종교적 권

위를 수행하는 통치자를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이후에는 이슬람교

의 종교적 최고 권위자 칼리프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지역을 지배

하는 군사적, 정치적 권력자를 뜻하는 말로 사용되었으며 오스만 

튀르크 제국 때는 30명의 술탄이 최고 권위를 행사하며 제국을 통

치했었습니다. 이 술탄 제도가 폐지된 것은 1922년 터키의 국부라

고 불리는 케말 파샤가 권력을 잡으면서 부터입니다. 케말 파샤는 

유럽의 병자였던 터키를 근대국가로 변신시키기 위해 술탄과 칼리

프제를 폐기하고 종교의 정치 간섭을 불허하는 세속주의를 선택

하였습니다. 이로서 700년 동안 유지됐던 술탄 제도는 터키에서 

1922년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의 100년 동안 사라졌던 술탄

이 최근 들어 터키에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비전 2023 프로젝트
우리가 에르도안 대통령의 취임을 걱정하는 이유는 현직 대통

령의 임기가 끝이 없는 종신제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이유가 

또 있죠. 바로 에르도안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 2023 계획입니다. 

2023년은 터키의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까지 터키를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오스만 튀

르크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과거 오

스만 제국은 1299년부터 1923년까지 자그마치 7백여 년 이어졌는

데요. 특히 술레이만 1세 때에는 그 당시 세력을 비잔틴 제국 등 유

럽의 남쪽과 동쪽으로는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아라비아반도와 소

아시아와 멀리 이란까지도 그 영역을 넓히며 동서양을 잇는 대제국

을 건설했었습니다. 그야말로 오스만 제국의 번성기였었죠. 오스만 

제국은 1517년 오스만 터키가 팔레스타인을 정복한 후 1917년 영

국의 알렌비 장군에 의해 통치되기까지 4백 년 동안이나 팔레스타

인을 지배했었죠. 지금도 예루살렘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지

난 4백 년 동안 그 땅을 지배했던 오스만 튀르크의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구도시를 둘러싸고 있

는 현재의 예루살렘 성벽들도 그때 당시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서 

건축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에르도안 대통령은 비전 2023계획을 

통해 과거 오스만 제국을 다시 건설하려는 듯합니다. 건국 100주

년이 되는 2023년까지 터키를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만들어 이

슬람의 맹주로서 중동은 물론, 유럽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전 2023 프로젝트를 설명하는 에르도안 대통령

15브래드브리핑



군사강국을 꿈꾸는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은 옛 오스만 튀르크의 영화를 재건하기 위해 

군사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2001년 이후 터키 정부는 극도로 노

후화되고 있는 재래식 발전 체제에 추가 투자를 거부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014년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지

금까지 끊임없이 핵 개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에르도안 대통

령은 3개의 핵 발전소를 터키 내에 건설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국영 

원자력 공사와 거래를 했습니다. 2010년부터 터키는 러시아의 모

스크바와 진행하고 있는 200억 달러의 거래를 통해 터키 최초의 

핵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 발전소가 2023년에 완공되어 가

동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러시아가 터키를 

포함한 중동지역에서의 세력을 확고히 하겠다는 것과 핵을 가지려

는 에르도안의 계획이 맞아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

론 터키는 자국의 핵 발전 계획이 오로지 민간 목적을 위한 것이라

고 말하고 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듣는 국제사회는 아무도 없

습니다. 핵 발전 산업이 무기 개발과 생산으로 넘어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죠. 더군다나 그 개발이 완공되는 시점은 2023년

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에르도안의 큰 포부와 맞물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르도안 대통령은 2017년 7월 3일 이스탄불 해군 

조선소에서 열린 호위함 ‘키날리다’ 공개 행사에서 “우리는 자체 

항공모함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의 군사력을 상징한

다는 항공모함으로 자주국방력을 강화해 타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것이죠.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방 산업 발전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특히 자주국방력을 충분히 갖추는 건 터키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터키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리아 내전과 난민 

문제 해결이 시급한 유럽연합으로서는 아무래도 터키의 협조가 절

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유럽연합으로서는 지금까지도 에르도안 

정권이 정적 제거에 테러법을 활용하며 언론탄압과 인권침해를 자

행하고 있는 상황을 묵인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터키 입장에서도 경제 침체의 돌파구로 여겨왔던 유럽연합의 가

입이 당분간 힘들어지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지만, 그렇다고 해

서 유럽연합의 반 테러법 수정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죠. 이런 상황에서 터키는 러시아로 대신 눈을 돌리는 것을 선

택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이런 선택에 러시아도 화답하는 분위기입

니다.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은 지난 2018년 4월 재선에 성공한 직

후에도 터키를 방문하며 두 나라 간의 협력 관계를 과시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한 해에만도 8차례나 만났을 정도로 그동

안 아주 긴밀한 관계를 쌓아왔습니다.

터키의 강력한 이슬람 정책
에르도안의 이슬람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르도안 대통

령은 엄격한 수니파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난 배경 때문인지 터키

를 이슬람 국가로 회귀시키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2012년에는 

터키에서 이맘 학교가 537개 불과했었는데 2013년엔 이맘 학교

가 708개로 늘어나고, 중학생 대상의 이맘 학교를 새롭게 신설해

서 1,099개로 늘어났으며 2017년엔 고등학생 대상 이맘 학교가 

1,452개, 중학생 대상 이맘 학교가 2,671개로 늘어났습니다. 에르

도안 대통령의 이슬람 정책은 터키 정부가 2018년 예산안 중에 고

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 예산안만 보더라도 더 구체적으로 나타

납니다. 터키 정부의 일반 고등학생 한 명 당 지원 금액은 6,220리

라, 우리 돈으로 약 144만 원 정도입니다. 기술교육을 받는 고등학

생 한 명당 지원금은 7,150리라, 우리 돈으로 약 166만 원 정도이

지요. 그러나 종교교육을 받는 고등학생 한 명당 지원금의 액수는 

[표] 2018터키예산안 교육비 부문

비전 2023 프로젝트 선언 이후

경제 강국 및 군사 대국 계획

2010년 러시아 원자력공사와의 거래 이후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2017년 12월 예루살렘 수도 선언 이후

이슬람 동맹을 위한 주도적 대응

강력한 이슬람 정책을 통한

이슬람 국가로의 회귀

2018년 터키예산안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예산액 (단위:리라)

종교
고등학교

기술
고등학교

일반
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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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1리라로 우리 돈으로 약 302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터키의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의심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터키에서는 일반 학생보다도 이슬람 종교교

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두 배를 넘는 셈이죠. 

이 통계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돈이 없고 가난한 일반 서민 가정

의 청소년들은 자동적으로 예산 지원을 많이 받게 되는 이슬람 종

교학교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터키가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지원받고 군사적으로 긴밀

한 관계를 맺으며 자국 내에서 더욱 더 이슬람 교육을 철저히 시키

고 정치와 종교를 연결 지으며 2023년까지 과거의 오스만 튀르크 

제국의 영화를 재건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터키의 최종목표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 오스만 튀르크 제국 시절 그들이 차

지했던 영토를 되찾고 중동과 아시아 그리고 유럽에 이르기까지 그 

세력을 보이려는 의도가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 중 하나가 

그들이 보기에 눈엣가시 같은 이스라엘을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 터키가 이스라엘에 날을 세운 적은 한두 번이 아니

었습니다. 지난해 2017년 12월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

살렘 수도 선언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을 향해 강력하게 항

의하며 이번 결정으로 중동은 불의 고리에 들어갔으며 터키와 이스

라엘의 국교를 단절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제일 먼저 12월 6일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전화를 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그다음 8일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11일엔 푸

틴과 만나 정상회담을, 14일에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모임인 이

슬람협력 기구 OIC 57개 회원국 대표단을 터키 이스탄불로 불러 

모아 전 세계 모든 무슬림들이 들고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발 빠르고 주도적으로 대응해 나갔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4일 

예루살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여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과 하

마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자 그 당시 영국을 방문 중이던 에

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인종학살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스라

엘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터키와 마지막 때
앞서 러시아와 터키의 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번에 터키가 러시아로부터 제공받기로 한 미사일은 

S400으로 유효 사거리가 400㎞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터키 남

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까지는 340㎞, 예루살렘까지는 

400㎞가 조금 넘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일까요? 터키가 과거 

오스만 튀르크 제국이 점령했던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대

표적인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이란이었죠. 그런데 이란 뿐만이 아니

라 이제는 터키마저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예언에 나오는 국가들

은 현재에도 존재하는 나라들을 나타낸다고 하죠. 에스겔 38장 1

절~6절 말씀까지 보면 신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해석은 다르지

만 일반적으로 마곡은 러시아를 말하고 고멜과 도갈마는 터키를 

말한다고 합니다. 에스겔서의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올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방금 읽어드린 말씀

은 러시아를 의미하는 마곡과 터키를 의미하는 고멜과 도갈마가 

이스라엘을 향해 공격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터키는 임박한 미래에 대한 성경의 예언에서 중요한 역

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다른 나라들과 연합하여 이스라

엘을 침략하려 하겠지만 실패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에스겔서 38장 17절~18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

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

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 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

씀이니라.’ 어떻습니까? 아무리 이스라엘을 치려고 온 세계가 공격

해 온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

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터키를 위한 기도
여러분 터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터키의 대통령 에르도

안이 진행하고 있는 반이스라엘 정책이나 이슬람 국가화 하려는 모

든 정책들을 모든 터키 국민들이 동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특히 터키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리 

터키가 이슬람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때로는 목숨을 바치고 또 온갖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어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터키에

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을 포기

하지 않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순교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

리고 지금도 차가운 감옥에서 예수님만 찬양하며 신앙을 지키고 있

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지금도 언제 터키 경찰이 들이닥치고 무슬

림들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지하 깊숙한 곳에서 기도

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맘학교에 방문한 에르도안 대통령

17브래드브리핑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2 

그래픽 디자이너  정 예 진
브래드TV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올리고, 활동을 알리고 있습니다. 매주 올라가는 프로그램의 배너를 제작하고, 브래드TV 

홈페이지와 브래드 스토어를 관리하는 그래픽 디자이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요. 이번 호에서는 브래드TV의 모든 디자인을 

책임지고 있는 정예진씨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초창기부터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직원이자 동역자로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브래드TV가 개국되기 7개월 전에 들어왔었고, 입사 전에는 2년 여간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활동했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

만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난 시기는 대학생 시절, 2005년 겨울 즈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계속하려고 시각디자인과에 

편입을 준비하면서 디자인의 영역을 더 배우며 활성화시켰습니다.

2.  이스라엘에 대해 알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대학시절 소속되어 있던 캠퍼스 사역 선교단체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배우고 듣게 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년 뒤에 이스라엘 여행을 가게 됐는데, 우연히 도착한 날이 제 생일이었죠. 그때 이스라엘 땅을 처음 밟게 되었던지라 주님께서 제게 이

스라엘을 선물로 주셨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고, 이 시점 이후로 이스라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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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래드TV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브래드TV의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무렵에 개봉됐던 

영화가 바로 김종철 감독님의 ‘회복’입니다. 한국에 이스라엘을 

주제로 영화를 제작하신 분이 있다는 것에 참 놀라웠었죠. 몇 

년 뒤,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다가 일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마침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미디어팀 간사님

께서 브래드필름에서 디자이너를 뽑는다는 소식을 알려주셔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4. 브래드TV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브래드TV, 브래드 스토어 홈페이지에 보이는 각 프로그램 배

너, 혹은 상품 안내 배너 디자인과 매달 발행되는 브래드 리포

트 속의 광고 페이지를 제작합니다. 또 행사가 있을 때마다 관

련된 디자인이 필요한 물품이나 배너들을 디자인하고, 영상에 

들어가는 이미지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출판과 관련된 

작업과 또 디자인이 필요한 영역을 디자인합니다. 제가 작업한 

디자인 결과물들이 브래드TV에 좋은 영향이 된다는 것이 느

껴질 때와 이 컨텐츠를 보시고 긍정적인 반응 또는 피드백을 

주시는 브래드TV 애청자 분들을 만날 때 기쁘고 감사합니다. 

5.  브래드TV의 초기멤버로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이 있으신가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30여 평이 채 안 되는 복층형 원룸 

사무실에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복작복작하게 일하

던 기억이 납니다. 더욱이 그 시즌엔 영화 제3성전이 개봉된 

직후여서 부산, 광주, 포항 등 여러 지역에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사무실 식구들이 발로 뛰며 영화를 상영하러 다녔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녔던 터라 원래 이곳은 

이런 곳 인가보다 생각했었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사했을 때, 에

어컨이 거실 쪽에만 있어서 더운 여름이 되면 각 팀이 사무실

방에서 나와 서로 컴퓨터를 맞대고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래서인지 지금 이사한 새 사옥이 너무 감사합니다.

6.  브래드TV에 대한 비전을 나누어 주세요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사 62:10)

제가 브래드TV에 들어왔을 초반에 ‘브래드’라는 이름의 어원

적인 해석을 듣게 되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마차가 다니는 길

을 만들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접했을 때 위의 말씀 구절이 생각났고, 브래드TV

의 역할이 눈으로 보여지는 미디어와 영상, 디자인 등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길을 닦고 돌을 제거하여 이스라엘로 열방의 

사람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두에 서서 기치를 드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4년이 훌쩍 지

난 지금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브래드TV는 미디어의 영역에서 

다른 이들보다 반발자국 앞서 마치 구약성경에 나오는 잇사갈 

지파와 같이 시대를 분별하며, 겸손함으로 이 시대의 흐름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던져내는 것이죠. 여

기서의 저의 역할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7.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와 물질 등 여러 모양으로 후원해 주

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이곳에 직접 방문하셔서 브래드TV를 

격려와 축복을 해 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브래드TV

의 새로운 플랫폼인 새 사옥으로 이사를 한지 얼마되지 않았

습니다. 공간 확장과 더불어 영적으로도 확장되어 다음 스텝으

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감독님을 비롯한 모든 스태프들이 창조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

도록, 연합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8.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들 중 한 명이 ‘브살렐’입니다. 아

시다시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오홀리압을 비롯한 여

러 사람들과 함께 출애굽 때 광야에서 성막을 포함하여 그 안

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와 물품들을 제작한 인물이죠. 이처

럼 브래드TV에는 브살렐과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영상과 디자인으로 풀어

낼 청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보해 주세요. 특

히 현재 디자이너는 저 하나뿐이어서 더욱 절실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 중, 디자인이나 영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있는 

일에 인생의 작은 한 조각을 헌신하고자 하는 분이 있다면 적

극 추천해 주시고, 또 마음이 있으신 분은 꼭 저희 브래드TV

로 연락 주시거나 지원해 주세요!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브래드 미니스트리 사역에 더 많은 그래픽 디자이너, PD, 아나운서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실함으로 함께 동역하실 분들은 bradfilm123@hanmail.net으로 지원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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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2 월/Mon 

이스라엘, 시리아 난민을 위한    
장난감과 옷 수집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관계자들은 국경 근처의 시리아 난민을 위

한 장난감, 게임 및 옷 수집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들은 골란 고원

의 이스라엘 주민들에게 신발과 샌들, 남자와 아이들을 위한 옷과 

유아용 젖병, 젖꼭지, 그리고 냄비, 팬, 생수 등을 요청하는 전단을 

돌렸다. 국경을 넘어 담수나 전기와 같이 삶의 기본 요소조차 없이 

사는 시리아 어린이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는 물건을 나눠주는 것

이 캠페인의 목표다. 한편, 이스라엘 측에서는 민간인에게 인도주

의적 지원을 제공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난민들에게 국경을 개방

하지 않을 것을 강조했다. (TI)

Israel collects toys, clothes 
for Syrian refugees
Israel authorities in the Golan Heights have launched a cam-
paign for the collection of toys, games and clothes for the dis-
placed Syrians near the border. A flier was sent to the Israeli 
residents of the Golan asking for additional daily items such 
as shoes and sandals, clothes for boys and men, baby bottles, 
pacifiers, pots, pans and bottles of mineral water. The goal is 
for the Syrian children to each have a comforting item as they 
live in camps lacking access to fresh water, electricity and 
other basic needs. Israel has stressed that while Israel was pre-
pared to provide humanitarian assistance to civilians, it would 
not open its border to the refugees. (TI)

    

시리아 내 격렬한 전쟁으로 인해 시리아의 난민 수가 계속 늘어나는 가

운데, 전쟁이 주변 국가로 번지기 전에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As the war rages on in Syria, and the number of refugees 
in Syria continues to grow, pray for an end to the violence 
before it spills into the surrounding countries. 

7월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글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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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수/Wed 

이스라엘 북부,      
하루 동안 두 차례 지진
이스라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수요일 오전 4시 50분에 진도 4.1

의 지진이 감지된 이후 오후 10시 46분경에 또다시 진도 4.5의 지

진이 발생했다. 많은 이스라엘인의 SNS 게시물에 따르면 갈릴리 

호수가 진원지가 된 두 번째 지진의 파문은 첫 번째 지진보다 더 

크게 일어나 이스라엘 북부 및 중부의 여러 도시에서 느껴졌다. 베

이루트에서도 지진의 진도를 느꼈다고 보고됐다. 이날 지진으로 인

한 재산 피해나 사상자는 없었지만 많은 사람이 진도를 느끼며 두

려움과 충격을 호소했다. (Ynet)

Two earthquakes hit     
northern Israel 
A 4.5 earthquake was felt in northern and central Israel on 
Wednesday night around 10:46pm after a 4.1 quake had been 
felt just that morning at 4:50am. According to posts by many 
Israelis, the ripples of the second and larger earthquake that 
originated in the Sea of Galilee were felt in areas in the north-
ern and central cities of Israel. Lebanese citizens also report-
ed feeling tremors of the earthquake in Beirut. There were no 
injuries or damages to property reported from the earthquakes 
throughout the day but many reported feeling shocked and 
afraid when feeling the tremors. (Ynet) 

    

유대 민족이 예슈아를 주되신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 민족을 

깨우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흔드시길 기도합시다.

Pray for a spiritual shaking to awaken the Jewish people 
to see Yeshua as their Lord and Savior. 

2018.07.13 금/Fri

이스라엘,       
시리아 드론 재격추
이스라엘군은 이번 주에 두 번째로 발견 된 시리아 드론을 패트리

어트 미사일로 격추했다. 이 드론은 시리아 완충 지대 위를 비행하

고 있었다. 북부 이스라엘 주민들은 폭발 소리를 들었고 폭발로 인

한 연기가 발생한 것을 목격했다고 보도됐다. 헤즈볼라, 이란, 그리

고 러시아가 지지하는 시리아 정부군이 시리아 골란 고원을 시리아 

반군들로부터 탈환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에서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이 이스라엘의 골란 국경 근처

로 시선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시리아 국경의 완충 지대

를 지키는 것과 1974년 휴전 협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JP)

Israel strikes down second drone  
from Syria 
The Israeli military fired a Patriot missile at a second Syrian 
drone this week, flying inside the buffer zone between the two 
countries. Residents of northern Israel said they heard an ex-
plosion and saw trails of smoke from the explosion. Tensions 
are high as Syrian government forces, backed by Hezbol-
lah, Iran and Russia, are fighting to retake the Syrian Golan 
Heights from Syrian rebel groups. As the Syrian government 
forces turn their focus on the areas closer to Israel’s Golan 
border, Israel has called for the buffer zone along the border 
to be respected and the 1974 Separation of [Israeli-Syrian] 
Forces Agreement to be upheld. (JP)

    

이스라엘 전역에서 침투하여 공격하는 적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도

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God would protect Israel from foreign enemies 
infiltrating and attacking Israel from all s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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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6 월/Mon 

시리아에서 친 이란군과 협력중인    
러시아
이란을 멀리하기 위해 러시아가 이스라엘과 시리아 국경에서 이스

라엘과 협력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 측은 러시

아가 국경 근처의 다라아 지역에서 시리아 정부군, 헤즈볼라 및 친 

이란 민병대와 협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러시아 군사령관과 친 

이란 군이 이스라엘 국경에서 불과 30㎞ 떨어진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직접 만났다고 보도되었다. 이스라엘은 계속적으로 

헤즈볼라를 포함한 친 이란 군이 국경에서 최소 40~80㎞까지 철

수할 것을 반복해서 요구해 왔다. (TI)

Russia working with pro-Iranian forces 
in Syria
Despite news that Russia is working with Israel to distance 
Iran from the Israeli-Syrian border, Israeli military sources 
confirmed that Russia was working with Syrian army forc-
es, Hezbollah and pro-Iranian militias near Daraa, near the 
border. It was reported that Russian army commanders and 
pro-Iranian militias met face-to-face to carry out operations 
over the area just 30㎞ from the Israeli border. In the past, 
Israel has repeatedly demanded that pro-Iranian militias, in-
cluding Hezbollah, be withdrawn to at least 40~80㎞ from the 
border. (TI)

    

사방에 숨어있는 위험에 직면하고있는 이스라엘의 안보와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Pray for the security and safety of Israel in the face of 
danger lurking in every direction.

2018.07.17 화/Tues

미국, 골란에서의      
이스라엘의 주권에 대한 투표
미국이 이스라엘 정부의 골란 고원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도록 미국 

의회의 공화당 국회의원들은 미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

은 1967년 6일 전쟁에서 시리아로부터 골란 고원 영토를 점령하고 

1981년에 공식적으로 합병했다. 미국의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대

표에 따르면 “골란 고원이 이스라엘의 일부인 현실을 인정하며 국

가 안보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것”이라고 했다.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내전에서 주도권을 잡으면서 골란 고원

의 지리적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Al-Mon)

US to vote on Israeli sovereignty  
over Golan
Republican lawmakers in Congress are pressuring the ad-
ministration to recognize Israel’s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 Israel captured the territory from Syria during the 
Six-Day War in 1967 and formatted annexed it in 1981. Ac-
cording to Florida Representative Ron DeSantis, this “would 
recognize the reality that the Golan Heights is part of Israel 
and is vital to its national security.” As Syria’s Bashar al-As-
sad’s regime is gaining ground in the war next door, the Golan 
Heights geographic importance has become even more promi-
nent. (Al-Mon)

    

세상의 정부와 권력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의 완전한 뜻과 때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In all works of governments and world powers, pray that 
every work will show us God’s faithfulness to His perfect 
will and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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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목/Thur

이스라엘의 논란의 여지가있는    
“유대 민주 국가 법안” 통과
논쟁의 여지가 있는 유대인 국가 법안은 찬성 62표, 반대 55표, 기

권 2표로 이스라엘의 14번째(회) 기본법이 됐다. 이스라엘을 유대

민족의 국가로 선언하는 기본법이 된 것이다. 이 법안은 다른 기본

법보다 더 많이 논의되었으며, 이스라엘의 유대계 및 아랍 의원들

이 8시간 이상 논쟁한 끝에 겨우 통과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법

안을 이스라엘 역사상 "결정적인 순간"으로 묘사했지만, 다른 입

법관들은 이를 "민주주의의 죽음"으로 비난했다. (JP)

Israel passes controversial   
“Jewish nation-state bill” 
Early Thursday morning, the controversial Jewish na-
tion-state bill became Israel’s 14th Basic Law with 62 votes in 
favor, 55 against and two abstentions. The Jewish nation-state 
bill is a Basic Law which declares Israel as the nation-state 
of the Jewish people. The bill has been discussed more than 
any other basic law and was passed narrowly after over eight 
hours of debate by Israel’s Jewish and Arab lawmakers. While 
Prime Minister Netanyahu described the law as a “a defining 
moment” in Israel’s history, other lawmakers hailed it as the 
“death of our democracy.” (JP)

    

유대민족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다른 민족들에게    

축복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as God has continually blessed the Jewish peo-
ple, they would also bless the nations living in Israel. 

2018.07.20 금/Fri

이스라엘 군인 사망,      
이스라엘 가자 지구 반격
가자 국경 지역의 총격으로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사망했다. 이스

라엘은 가자 지구 북부 지역 15곳의 하마스 군사 목표 지대와 남

부 지역의 25곳을 공격해 보복했다. 이로 인해 3명의 하마스 멤버

와 팔레스타인 시위자 한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도됐다. 유엔은 가

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에 로켓 발사를 중단할 것과 국

경 장벽을 위반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마스는 

이후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BBC)

Israel strikes Gaza as Israeli soldier 
dies from gunshot
An Israeli soldier was killed on Friday, when soldiers came 
under gunfire at the border. Israel retaliated by attacking 15 
Hamas military targets in the northern Gaza Strip and 25 in 
the southern region. Three members of Hamas and one Pales-
tinian protestor at the border were reported killed during the 
strikes. The UN released a statement specifically calling on 
Hamas and the Islamic Jihad to end the launch of rockets and 
attempts to breach the border fence. Following the attacks, 
Hamas announced that they had agreed to return to a ceasefire 
with Israel. (BBC)

    

의의 여호와께서 의인을 붙드시고 증오와 전쟁으로 인한 폭력으로부터 

무고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the God of justice would uphold the righteous 
and protect the innocent from the violence that stems 
from hatred an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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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내무부와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캐롤린 가정

메시아닉 유대인, 캐롤린 하이드는 그녀의 이스라엘 시민권을 박탈하려 하는 이스라엘 

내무부와 현재 법적 공방 중입니다. 사실 캐롤린뿐만 아니라 캐롤린의 며느리인 샤일라와

도 이스라엘 시민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캐롤린의 아들 아리엘의 아내인 샤일

라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인 아리엘과 결혼함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

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이 결혼을 한 지 8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스라엘 내

무부는 샤일라에게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지 않았고, 2016년 겨울에는 2017년 6월까지 이

스라엘을 떠나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캐롤린의 가정은 이에 반발하여 법적 절

차를 밟았고, 마침내 지난 6월 7일, 예루살렘의 법정에서 샤일라의 시민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은 샤일라뿐만 아니라 캐롤린의 소송과도 연관된 중요한 재판이었습니

다. 재판 동안 샤일라 측은 이스라엘 시민권에 대한 권리와 정당성을 뒷받침할 확고한 자

료를 제시했고 이를 통해 판사는 샤일라 측의 주장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견과 함께 이 사

건에 대한 지침을 수립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기도제목

●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캐롤린의 가정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주시고, 이번 재판을 통해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가정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판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내무부의 부당한 주장을 잘 꿰뚫어 보고 

공의로운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이번 재판의 결과가 이스라엘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시민권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판례가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더 이상 이스라엘 내무부가 시민권을 이용해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억압하지 못하도

록 기도해주십시오.

│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
│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캐롤린 가정

구원의 나팔 야콥 담카니 대표
메키놋 프로젝트

쥬스 포 지저스
카치르 아쉘 공동체

메시아 컨퍼런스 참석 청년들
이스라엘 성경 대학

글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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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성경 대학의 졸업식

메시아닉 사역 단체 원 포 이스라엘이 운영

하는 이스라엘 성경 대학은 전 세계에서 유일

하게 승인받은 히브리어 성경 대학이며 중동에

서 유일하게 아랍계 이스라엘 사람, 팔레스타

인 사람, 열방의 크리스천들, 메시아닉 유대인

들이 함께 모여 공부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지

난 6월 26일 이스라엘 성경 대학에서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졸업식장에는 수십 명의 유대인과 아랍인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졸

업을 축하해주었습니다. 졸업 축하 연설은 졸업생들의 선배이자 메시아닉 공동체를 담임하고 있는 아랍계 목사, 시무엘 아웨이다 목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시무엘 목사는 졸업생들에게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이스라엘 사

회와 각자의 공동체를 섬기게 될 학생들을 격려하였습니다.

기도제목

●  주님께서 졸업생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허락하신 합당한 장소에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이스라엘 성경 대학을 통해 이스라엘 땅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고,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사역자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예비 군인들에게

신앙을 전할 수 있게 된 메시아닉 리더들

이스라엘에는 예비 군인들을 위한 리더십 훈련 프로젝트 ‘메키놋’이 있

습니다. 정부의 후원 아래 이뤄지고 있는 이 프로젝트는 고등학교를 졸업

한 청년들이 입대하기 전 미리 예비 훈련을 받아 군 복무를 잘 할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과 제대 이후 청년들이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 

전국 46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일 년에 3,30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졸업한 학생들의 90%가 군 복무 시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메키놋 프로젝트에

서 새로운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바로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해 배우기’입니다. 메키놋 프로젝트의 요청을 받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리더

들은 학생 그룹을 초대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의 믿음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텔아비브의 베잇 임마누엘 공동체의 담임 목

사인 데이빗도 이 프로젝트에 동참해 학생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데이빗 목사는 유대인 학생들이 이야기를 경청했고 진지하게 질문들을 

던지며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기도제목

●  메키놋 프로젝트의 관련자들에게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주셔서, 이 신설된 과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메시아닉 리더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예수님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메시아이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청년들의 인식이 변화됨으로, 이스라엘 사회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차별이 사라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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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에서 대규모 거리 전도를 한 

유대인 복음 전도 단체, 쥬스 포 지저스

유대인 복음 전도를 위해 세워진 세계적인 사역 단체, 쥬스 포 지저스의 사역 중에

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Behold your God)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전 세

계 여러 도시 중 유대인 인구가 2만 5천 명을 넘는 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복음 전도를 

펼치는 캠페인입니다. 현재 77개의 도시에 이 캠페인이 열렸고 마침내 지난 5월 예루살

렘에서도 이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 2백 명 이상의 쥬스 포 지저스 

스탭들과 자원봉사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5천 명의 이스라엘인들을 만나 예수님에 

관해 일대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중 1,747명의 이스라엘인이 예수님에 관해 관심

을 보였고 그들에게 연락처를 남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일은, 

한 달간의 전도 캠페인을 통해 총 58명의 이스라엘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영접하는 사람의 숫자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

습니다.

기도제목

●  쥬스 포 지저스를 만났던 유대인들이 들었던 복음을 잊지 않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함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예수님을 영접한 58명의 유대인이 현지 메시아닉 공동체와 연결되어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쥬스 포 지저스의 전도자들을 모든 방해와 공격에서 지켜주시고,    

어디서든 담대하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가이 코헨 목사가 있는

아코의 카치르 아쉘 공동체 소식

카치르 아쉘 공동체는 2018년부터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공

동체의 가정들이 한 가정 당 아코 지역 내 3가구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공동체 

성도들은 식료품을 모아 포장을 한 뒤, 각자 자신이 맡은 3가구를 방문해 직접 

전달하며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초 크리스천 자원봉사자들이 이 

공동체를 방문해, 아코의 무료 급식소와 요양원,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함께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합니다”라는 격려의 말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었고 그곳에 있던 정통 

유대인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이 그 섬김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  2018년 시작된 나눔 사역을 통해 공동체의 성도들이 나눔과 섬김의 기쁨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담대히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공동체가 열방의 교회와 좋은 관계를 지속하고, 이 공동체를 통해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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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미국에서 열린 메시아 컨퍼런스에 참석한
23명의 이스라엘 청년들

7월 1일부터 7일까지 한 주 동안 미국에서 ‘메시아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 메시아 

컨퍼런스는 MJAA, 미국 메시아닉 유대인 연합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전 세계의 메시아

닉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이 미국 펜실베니아 주의 메시아 대학에 모여서 한 주 동안 함께 

예배를 드리고 각 주제에 대한 강의를 듣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단체 마오즈 이스라엘에 

따르면, 마오즈 이스라엘은 매년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청년들을 후원해 이 컨퍼런스에 보

냈고, 지금까지 약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이곳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

했던 청년들의 대다수가 현재 각자의 공동체에서 리더십으로 섬기거나 목회자의 길을 준

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오즈 이스라엘은 올해도 23명의 메시아닉 청년들을 이 컨퍼런스

에 보냈습니다. 마오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들의 믿음을 성장

시키셨고, 그들의 사명을 확고하게 해주셨다며, 올해 메시아 컨퍼런스와 참석했던 청년들

을 위해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제목

●   23명의 이스라엘 청년들이 이 컨퍼런스에서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삶에서 온전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컨퍼런스에서 보고 들은 것을 통해 청년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삶의 부르심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대한 수술을 받은 메시아닉 사역 단체

구원의 나팔의 대표, 야콥 담카니 대표

이스라엘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이자 메시아닉 사역 단체, 구원의 나팔 대표인 

야콥 담카니가 3여 년 전 받은 심장 수술 이후 올해 7월 9일 또 한 번의 중대한 수

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수술은 지난번 수술 당시 심장에 심었던 임플란트에 

감염이 생겨 새로운 임플란트로 교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야콥 담카니 대표는 

어렵게 재수술을 결정했지만, 현지 의사 중에 이런 위험한 수술을 경험해 본 사람

이 없어 아무도 결과를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무사히 마쳤지만, 현재 

야콥 담카니 대표는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주님의 보혈로 야콥 담카니 대표의 육신을 덮어주셔서,    

새로 심은 임플란트가 제대로 기능하고, 모든 수술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다시는 감염이 생기지 않고 연약해진 육신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야콥 담카니 대표와 사역 가운데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간증을 전하며 이전보다 더욱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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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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을 대비하는 중동
2018년 2월 미국의 상원 의원인 린지 그래함(Lindsey Graham)

은 이스라엘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헤즈볼라는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헤즈

볼라의 저격수인 아흐마드(Ahma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는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이 

전쟁은 다른 전쟁과는 다를 것이다.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의 모든 

당파들은 이 전쟁을 위해 모두 함께 싸울 것이다”

새로운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을 테스트하는 러시아 
러시아군은 모든 위협으로부터 모스크바를 보호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미사일 방어용 미사일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

했다. 업그레이드된 이 방공 미사일은 새로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이란은 자체 제작

한 두 개의 새로운 미사일 가드르(Ghadr)와 파즈르-5(Fajr-5)를 

공개했다. 가드르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서,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북한의 기술과 유사하며 이란에서부터 

발사되어 이스라엘을 타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운명의 날 시계(Doomsday Clock)가 자정 2분 전까지 가까워지다
운명의 날 시계가 자정 2분 전까지 가까워졌다. 운명의 날 시계는 

1947년 아인슈타인 등 원자폭탄 개발 프로젝트의 주요 과학자들

이 참여해 만든 것으로 세계 핵 전쟁의 위험도를 보여준다. 이 시계

의 자정은 핵에 의한 인류 파멸의 날을 나타낸다. 핵과학교육재단

은 지금 세계가 그 어느 때보다 핵으로 인한 인류의 몰살에 가까워

져있다고 말한다. 

신성로마제국

마크롱 : 유럽을 위한 기쁜 소식
프랑스 대통령 임마뉴엘 마크롱은 독일의 사회민주당이 새로운 연

정을 구성하는 쪽으로 투표를 한 것에 대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

리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프랑스 대통령 비서실은 성명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은 유럽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존 국가들의 더 나은 

통합을 위한 개혁 계획을 추진하고자 했지만, 독일의 새로운 정부 

구성이 늦추어지면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미국, EU 동맹국에 경고하다
지난 2017년 11월, 25개국의 EU 회원국은 안보, 국방협력체제

(PESCO) 출범에 서명하였다. 이는 EU의 공동 국방 프로젝트로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공동 방위 기금을 마련하며 이제 EU국가는 

공통된 국방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25년

까지 국방 연합체를 창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

국 국방부 리더들은 EU가 독자적인 군대를 만드는 과정 중에 북대

서양조약기구(NATO)를 약화시키지 말 것을 경고했다.

발칸 국가들도 EU에 가입하는가
다수의 EU 국가들은 6개의 서쪽 발칸 국가들이 유럽연합 정책회

의에 참석하길 원하고 있다. 이 국가들은 아직 EU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수년 동안 이 발칸 나라들

을 무시해왔지만 최근 이 지역에 증가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

력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세르비아와 몬테네그로가 EU에 

가입하도록 하는 계획을 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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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이 기사는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Endtime ministries에서 발행되는 Endtime 잡지에 기고된 글을 옮긴 것으로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있는 각 영역들에 대해 전 세계가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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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없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캐나다 회사들
다수의 캐나다 기업들이 현금 없는 시스템을 택하고 있다. 이 회

사들은 오직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

템을 전환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 이러한 행위는 합법적이다. 또

한 뱅크오브캐나다에 따르면 캐나다의 상인들은 현금을 받을 필

요가 없다. 뱅크오브캐나다의 대변인 조지엔 메이나드(Josianne 

Menard)는 “법화(legal tender)라는 용어는 채무를 지불하고 거

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화폐를 말하지만 이것이 현금

을 받을 것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리얼 ID* 법(Real ID)

미국의 국토 안보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56개주 중 55개 주에서 

리얼ID 신분증이 실행 중이거나 실행 연장 조처를 받은 상태이다. 

연방정부로부터 연방 조처를 받은 주는 26개 주이다. 리얼 ID 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까지는 모든 주가 이를 따라야 한다.

*리얼 ID란?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각종 신분증. 연방정

부의 리얼 ID 신분증이 없는 사람은 오는 2018년 1월 22일부터 상용 항공기 

탑승을 할 수 없으며 리얼 ID가 있어야지만 연방정부 건물, 군부대, 핵시설 등

의 출입이 가능하다.

세계 정부

핵무기를 없애기 위한 새로운 노력
유엔 사무총장인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는 핵무

기를 없애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비 축소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구테헤스는 이 자리에 참석한 외교관들에

게 지금 전 세계는 핵무기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뿐 아니라 기존의 무기와 다음 세대의 무기에 대해서도 

긴급하고 광범위한 제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정부정상회담
전 세계의 세계주의자, 공산주의자, 무슬림들이 최근 아라비아반

도에 모여 세계정부정상회담을 열었다. 문자 그대로 세계정부정상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이들은 그들이 신세계 질서라고 부르는 

것을 구축하려 한다. 이 정상회담의 스피커들은 자유주의, 자치 정

부, 미국 우선 주위는 세계질서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

히 했다.

세계 종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세계 윤리강령
탈알 아부 가잘레(Talal Abu-Ghazaleh) 박사**는 이슬람과 기

독교 사이에 공통적인 가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범 지

구적 차원의 계획에 착수했다. 그는 사회, 종교, 법적 단체를 겨냥

한 윤리강령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 윤리강령은 두 종교에 대한 오

해가 있다고 보고 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이 윤리강령은 전 세계의 교과과정, 법, 정책, 미디어, 종

교단체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탈알 아부 가잘레 박사 - 지주회사인 TAG-Org 단체를 세운 사람으로서 아

랍지역을 비롯한 전 세계 기업에 전문적이고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더로 여겨지며 아랍과 이슬람 세계의 부흥에 대

한 비전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성애자 커플을 축복하는 문을 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새로운 성명에서 진보적인 독일 추기경 레인하드 

마르크스는 카톨릭 교회에서 동성애 커플을 축복하는 날을 기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추기경은 독일 주교 컨퍼런스의 대표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문위원회 멤버 중 한 명이다. 그는 이러한 결

정은 현지 목사에게 달려있으며 일률적인 법칙은 아니라고 말했다.

세계 초종교 하모니 집회
제8회 초종교(interfaith) 하모니 집회가 UN 세계 초종교 하모

니 주간 동안 뉴욕에서 열렸다. 이 행사는 Interfaith Works, 

Woman transcending Boundaries와 지역 종교 공동체가 주관

한 것으로 뉴욕의 중심부에서 다양한 종교를 보여주고 기념하고 

있다. 세계 초종교 하모니 주간은 The Common Word***라는 단

체에 기반을 두고 있다.

***The Common Word는 기독교와 이슬람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

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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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Ministries는 전문적인 미디어 기술과 열정을 바탕으로 하여

1.	이스라엘의	장자됨을	회복하려	합니다

 모든 유대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 미디어를 통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2.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에 관하여 성경에 기반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도와 이스라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3.	 One	New	Man의	회복의	길을	놓으려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와 유대인들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연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브래드 리포트는 매달 2~3째 주에 배송되고 있습니다.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되어 배송을 못 받으신 분은 연락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