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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나팔절이 무엇인가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평화협상은

제3성전을 앞당길 것인가?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존 & 티크바

유대인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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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브래드TV는 지난 6월 22일 새 사옥으로 이사한 이후 약 한 달간 정리를 하고 7월 

27일, 약 130여 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브래드TV 개국 4주년 및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

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빠르게 새 사옥에 적응하며 계속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

고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새 사옥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1층에 영화를 감상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코텔홀의 바닥이 평면이어서 뒤쪽

에 앉은 사람은 앞사람의 머리에 스크린의 절반이 가려 화면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과 

뉴스 프로그램과 브래드 브리핑,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

튜디오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너무 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월 

초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1층 코텔홀의 바닥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공사와 3층 스튜디

오의 벽면에 흡음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으며 9월 중순부터 브래드TV 1층 코텔

홀에서 ‘제3성전’과 ‘루터의 두 얼굴’을 요일과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1백 석이 코텔홀에서 ‘브래드 아카데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브래드 아카데미에서는 ‘찬양으로 배우는 히브

리어’, ‘영화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 등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이스라엘 관련 12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배움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슈아 하이 TV에서 제작하는 ‘히브리어로 읽는 신약성경’, 이스라엘의 One For Israel에서 

제작하는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들’이라는 프로그램도 현지 제작팀과의 MOU를 통해 브래드TV에서 새롭게 방송을 시

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브래드TV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11월 중순에 출발하게 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도 이스라엘을 처음 떠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좀 더 

색다른 여행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외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스라엘의 어려운 분들에게 전

달되는 음식을 포장하는 등 이스라엘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석류 코스’도 새롭게 여행 개발

하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2명의 스태프도 새롭게 영입하는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새 

사옥에 걸맞게 더욱 풍성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 합니다.

브래드TV의 사역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런 일들이 어떤 방해에 중단되거나 주춤하지 않도록 후원자 여러분들

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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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70에 담긴 자유와 추수의 때
척 피어스 (1)

8/15

모세가 아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

셋 포스텔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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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올 분쟁과 예비된 승리 
척 피어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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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목사가 푸는 
에스겔 37장의 예언 

하난 루카츠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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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룬슨 목사의 석방을 거부하는 터키

-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응급 처치 기술

-  이스라엘 전역을 느낄 수 있는 책  

‘이스라엘 트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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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유대인 정착촌 건설 
추진 및 이란과의 정상회담 제안

-  CBN 설립자 팻 로버슨, ‘시온의  
친구들’상 수상

-  CBN,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함께한 
역사

8/8

-  이스라엘군, 자국 영토 침범한   
시리아 전투기 격추

-   브룬슨 목사 가택연금 처분과 이스
라엘의 최고 지지자 니키 헤일리

-   유대인들의 알리야와 이를 돕는  
기독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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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남부에 수백 개의 로켓을 
발사한 하마스

–  하마스 테러로 인한 화재 진압을  
돕는 미국인 소방관들

–  터키에 수감중인 앤드류 목사의  
재판 과정 목격담

8/15

도서관에서 몰래 만난 예수
모틀 발레스톤

8/22

혼수상태에서 죄인임을 인정한 그녀
버지타 벡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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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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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후서 바로알기

8/15

요한1,2,3서 바로 알기

8/22

유다서 바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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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평화 협상은 
제3성전을 앞당길 것인가? 

8/15

건국 70주년 만에 바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정체성 

브래드TV 8월 프로그램 리스트 (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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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나팔절이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존 & 티크바 오트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평화협상은 제3성전을 앞당길 것인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아라드의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 소식 外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

드루즈 지도자들, 유대 국가법에 대해 네타냐후와 회담 外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영화 ‘루터의 두 얼굴’ 핀란드 수출

유대인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브래드TV 8월 프로그램 리스트 (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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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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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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티슈리 21

나팔절 나팔절

대체공휴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티슈리 22
      쉐미니 아쩨렛

2  티슈리 23
      심하 토라

3  티슈리 24 4   티슈리 25 5  티슈리 26 6  티슈리 27

7  티슈리 28 8  티슈리 29 9  티슈리 30  *월삭 10  헤쉬반 1 *월삭 11  헤쉬반 2 12   헤쉬반 3 13   헤쉬반 4 

14   헤쉬반 5 15  헤쉬반 6 16  헤쉬반 7 17  헤쉬반 8 18  헤쉬반 9 19  헤쉬반 10 20   헤쉬반 11

21  헤쉬반 12 22  헤쉬반 13 23 헤쉬반 14 24  헤쉬반 15 25 헤쉬반16 26 헤쉬반 17 27 헤쉬반 18

28  헤쉬반 19 29  헤쉬반 20 30  헤쉬반 21 31  헤쉬반 22

10월 티슈리 & 헤시반

베레쉬트 (태초에)_ 창 1:1~6:8 / 사 42:5~43:10 / 요 1:1~1:18

레크레카 (가라)_ 창 12:1~17:27 / 사 40:27~41:16 / 마 1:1~17

하예사라 (사라의 삶)_ 창 23:1~25:18 / 왕상 1:1~31 / 마 2:1~23

봐예라 (나타나시니)_ 창 18:1~22:24 / 왕하 4:1~37 / 눅 2:1~38

노아흐 (노아)_ 창 6:9~11:32 / 사 54:1~55:5 / 눅 1:1~80

개천절

한글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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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카 (가라)_ 창 12:1~17:27 / 사 40:27~41:16 / 마 1:1~17

하예사라 (사라의 삶)_ 창 23:1~25:18 / 왕상 1:1~31 / 마 2:1~23

봐예라 (나타나시니)_ 창 18:1~22:24 / 왕하 4:1~37 / 눅 2:1~38

노아흐 (노아)_ 창 6:9~11:32 / 사 54:1~55:5 / 눅 1:1~80

개천절

한글날



질문있어요

나팔절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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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력으로 가을인 티슈리월 첫째 날, 나팔절을 시작으로 유대

인의 새해가 시작된다. 로쉬 하샤나라고도 알려져 있는 이날은 ‘해

의 머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출애굽기 12장 2절을 보면 이 날

은 성경적으로 한 해의 시작이 아니다. 사실 한 해의 시작은 봄, 바

로 유월절이 있는 날이 되어야 하며 나팔절은 일곱째 달의 시작점

에 위치한다. 다른 여호와의 절기처럼 나팔절도 앞으로 다가올 날

에 대한 중요한 예언적 의미가 있다. 

나팔절은 세 개의 가을 절기, 즉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중에 

첫 번째에 위치한다. 나팔절과 대속죄일 사이의 열흘은 유대력에

서 가장 신성한 날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

간을 가지게 된다. 

 

봄의 절기인 유월절과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이 예언적으로 예슈

아의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관계가 있는 것처럼 

가을의 절기는 예슈아의 재림을 상징한다. 나팔절은 예슈아께서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의 마지막 나팔과 관련이 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

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

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

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

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 (고전 15:51~57)

성경이 말하는 나팔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 날

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

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레 23:24~25)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

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

아지 한 마리와 숫양 한 마리와 일 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민 29:1~2)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쉬는 날이자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며, 

새로운 달에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 번제를 드리는 날로 정하셨다.

나팔을 부는 의미는 무엇인가?
성서 시대에 나팔은 숫양의 뿔이나 은으로 만들어져 제사장이

나 지도자들이 사용했으며 소리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팔을 부는 때는 다음과 같다.

•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당시 이동할 때를 알릴 때

• 사람들을 모으고 성회를 부를 때

• 절기에 제사가 드려지는 때를 알릴 때

• 전쟁이나 위험이 오는 것을 경고할 때

• 찬양할 때

• 절기나 행진을 알릴 때

• 왕을 세울 때

•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모을 때

• 전쟁 중에

• 승리를 선포할 때

나팔소리는 예배의 소리이자 전쟁의 함성소리로 쓰였다. 또한 행

진하는 12지파에게 유용한 도구이자 특별한 날과 시간을 알렸다.

성경에서 나팔소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도 가지고 있다.

•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고전 15:52, 살전 4:16)

• 복음의 선포 (시 89:15)

• 선지자들의 담대하고 신실한 말씀의 선포(사 58:1, 호 8:1, 욜 2:1)

• 마지막 때의 심판 (계 8:2,13)

Shana Tova! (즐거운 새해입니다!)
나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서로에게 ‘즐거운 새해입니다(Shana 

Tova)라고 외치며 이웃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빌어준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사과, 꿀, 초콜릿 등 단 음식을 먹고, 새해가 이 

음식처럼 달달하라는 의미로 이러한 음식을 선물로 준다. 

현대의 유대교는 대속죄일로 이어지는 이날에 자신의 선한 행실

과 나쁜 행실을 저울에 달아서 생명책에 기록될 만한지 측량한다

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용서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의미는 그들 안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 

나팔절의 나팔은 예슈아께서 성취하신 속죄의 제사를 나타낸

다. 즉 이 나팔 소리는 예슈아의 말씀과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나

타낸다. 

죄의 값이 완전히 치러졌고, 예슈아는 승리하셨다. 이제 예슈아

를 믿는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

게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힘차게 나팔을 불자!

기사출처 : https://www.oneforisrael.org/

예슈아를 따르는 유대인과 아랍인들로 구성된 One for Israel은 메시아닉 선교단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수업하는 성경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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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전하는 샬롬!

샬롬! 먼저 여러분과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티크바라는 이름의 의미는 ‘희망(hope)’입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이름은 하

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나아옴으로 회복과 구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에덴동산

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또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살아계

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슈아를 통하여 구원과 회복을 얻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3~5절에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 또한 로마

서 1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저는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토라에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찬양했지

만 항상 빠진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였지요. 하나

님께로 가는 것은 예슈아를 통해서였습니다. 예슈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지요. 저

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을 읽고 예슈아를 믿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예슈아를 보게 

된 것이지요. 그분은 당신을 따라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모든 사람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특히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고 있는 사역을 소개합니다.

- 자파 게이트에서 춤을 추며 전도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을 초대하여 샤밧 디너를 함께하고, 샤밧의 아름다움을 보여주

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스라엘에 대한 계시를 알도록 합니다

-  기도의 집에서 기도를 인도하며 주님의 응답과 인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존 & 티크바 오트
메시아닉 사역자

존과 티크바 오트 부부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다니며 사역하는 메시아닉 찬양 사역자입니다. 남편인 존은 피아노로, 티크바는 춤으로 왕이신 

예슈아를 찬양하고 유대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브래드TV의 이스라엘 회복 순례 일정 중 광야의 찬양 콘서트를 항상 인도해 주곤 

하는데요. 아름다운 존과 티크바 부부가 브래드TV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1. 존 오트 부부 가정  2. 싱가폴에서 예배 춤을 가르치는 티크바 오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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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의 원뉴맨(One New men) 공동체의 리더십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예슈아의 말씀을 전하고 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 지역 믿음 공동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홈스쿨을 하는 어머니들의 모임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

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슈아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그 소녀는 저를 통해 예슈아

를 알게 되었고, 이제 예슈아를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 초정통 유대인이 저와 저의 남편 존이 인도하는 기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중간에 그는 저에게 기도해 

줄 수 있겠냐고 묻더군요. 그는 검은 코트를 벗고 자신의 심령이 변

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돌과 같은 마음

이 살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해 하나

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지 3년 뒤, 주님께서는 영어의 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또한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에는 예슈아를 

믿는 이들이 적었기에 결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사랑으로 충만한 남편을 보내주셨습

니다. 또한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7년의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는 쌍둥이 여자아이를 주시는 축복을 허락해 주

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주신 축복은 이보다 더욱 많습

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그분의 이름으로 부

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한국의 여러분들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저희 샤밧 디너나 자파 

게이트에서 춤을 추며 전도하는 저희의 사역에 함께 해주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

리로다 (시편 37:4)

희망을 전하며

존과 티크바 오트 드림

후원방법

1. 직접 티크바 오트에게 후원금을 송금할 때

Bank : Leumi Le Israel B.M.   

Branch : King George

Address : 22 King George St,  Jerusalem 94262 Israel

SWIFT code / bic / tid : LUMIILITXXX

Routing # : IL010902

Account # : 902 02009025

Account name : Tikvah and John Ott

Otts address :  59B Moshe Kol, apt. 2, Jerusalem 9371561 Israel

페이팔 및 이메일 주소 : tikvahott@gmail.com

홈페이지 : www.johnandtikvah.com

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티크바 오트에게 직접 송금하실 때에는 한국 쪽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찾을 때도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이 돈을 절약하기 원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브래드TV가 대신 직접 찾아

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명 NH농협  /  계좌번호 301-0237-1849-41 / 예금주 브래드TV(김종철)

기도제목

1. 이스라엘 땅에서 사역하는 동안 주님의 보호하심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2. 이스라엘에 쏟아지는 공격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3.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에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4. 꿈과 비전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가 열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5.  새 언약에 대해 열리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 예레미야 31:31)

6. 이스라엘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주십시오

7. 이스라엘 군대에서 섬기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9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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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유대인인 쿠슈너 백악

관 선임보좌관과 제이슨 그린블랫 국제 협상 특사가 지난 2018년 

6월 19일 요르단 암만에서 압둘라 2세 국왕을 만나 이스라엘-팔

레스타인 평화 협상을 논의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

의 평화 협상은 2014년 이후 교착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다

가 지난 2017년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

과 금년 5월 14일 미국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이스라엘의 시위 유혈 진압으로 

인도주의 위기까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4년 만에 미국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요르단에 이어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의 평화협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것은 물론이

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마흐무드 압바스 수반과는 상관없이 중

동 평화안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곧 발표할 것이라고까지 말했습니

다. 또한 이 중동 평화안이 발표되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쪽 

모두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문제를 다루는 평화협정이 성사될까요? 

맥마흔 선언과 벨푸어 선언
먼저 평화협정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돼 돌아보겠습니다. 1914년 7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

고를 하면서 시작된 1차 세계 대전은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로 힘

을 모은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제국 동맹국들의 전쟁

이었습니다. 1915년 영국은 고등 판무관 맥마흔을 앞세워 샤리프 

후세인 간의 편지를 통해 아랍 민족이 연합군의 편에 서서 오스만 

제국과 맞서 싸워 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대가로는 이 전쟁

이 끝나면 팔레스타인 땅에 오스만 제국을 물리치고 베두인의 나

라, 아랍 국가를 건설하겠다고 했지요. 하지만 영국은 독일, 오스

트리아,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자금이 부족하게 되고 

무기가 떨어지게 되자 이번에는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유대인들의 돈이 필요했고 포탄 제조에 필요한 아세톤 대량 생산 

기술을 유대인 과학자 차임 바이츠만이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결

국 1917년 11월 2일 영국 정부는 외무장관 벨푸어를 앞세워 유대

인들이 영국을 위해 전쟁자금을 조달해 주고 포탄을 만드는 기술

을 전수해 준다면 전쟁이 끝난 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건

설해 주겠다는 일명 ‘벨푸어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한 마디로 아랍 

국가를 건설해 주겠다는 ‘맥마흔 선언’과 유대인 국가를 건설해 주

겠다는 ‘벨푸어 선언’ 이중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의 시작
1차 세계 대전이 끝난 1918년 11월 11일 후부터 유럽에 있던 일

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1939년부터 1945년까지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게 되지요. 이때 

당시 독일 아돌프 히틀러의 의한 유대인 대학살 이른바 홀로코스

트가 벌어지게 되면서 6백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유대인들이 

끔찍하게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나게 되자 팔레스타인 땅에는 다시 유대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

고 1945년쯤에는 그 수가 약 7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1945년 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유대인들은 영국이 했던 벨푸

어 선언의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고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들도 자

신들의 국가 건설을 요구하게 되자 영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난

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UN은 1947년 10월 27일 팔

레스타인 분할안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지요. 팔레스타인 땅에 유

대인들이 사는 지역과 팔레스타인 아랍 민족이 사는 지역을 나누

어 살게 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팔레스타인 

쪽은 강하게 반대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상관

없이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1878년 만에 팔레스타인 땅

에 이스라엘 국가를 건국합니다. 이는 갈등의 씨앗이 되어 지금까

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분쟁과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2천여 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온갖 박해를 받고 특히 

14페이지로 이어집니다 ▶

1947년 UN의 팔레스타인 분할안이 발표되자 기뻐하는 유대인들 /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는 벤구리온 초대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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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코스트를 통해 6백만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잔혹하게 살해

되는 경험을 한 유대인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나라에서 살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라 한치의 양보도 할 수 없었죠. 아랍 유목민들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한치의 양보

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사자들 간에는 도무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로

운 관계 유지를 위한 해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동평

화협정입니다.

평화협정의 역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의 역사는 19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7년 6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이 점령한 

가자 지역, 동 예루살렘, 서안지구 지역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하

는 UN 안전 보장 이사회 결의안 242가 1967년 11월 22일 통과

되었지만, 이 결의안은 명령이 아닌 단지 권고 사항이었습니다. 이

후 197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를 워싱턴에 불러 협정문을 

작성하게 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시나이반도에서 철수하

게 됩니다. 하지만 6일 전쟁 때 이스라엘이 차지한 골란 고원은 되

돌려 줄 수 없다면서 시리아와는 관계가 악화되었죠. 이스라엘과 팔

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은 1991년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1993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도 진행되는데요. 

이 협정으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철수를 결정합니다. 2000년 

7월에는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에후드 바락 총리

와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의 수반인 야세르 아라파트를 불러 국경

에 대한 문제와 정착촌 문제, 난민 문제, 거기에다 예루살렘 문제까

지 합의를 보려 했지만 이 역시 실패하게 됩니다. 2003년에는 미

국, 유럽연합, 러시아, 유엔이 중동 평화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습

니다. 하지만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총리가 이 로드맵의 본

문을 수락 한 반면, 이스라엘의 아리엘 샤론 총리는 문구의 수정을 

요구하면서 이 로드맵도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빌 클린턴에 이어 

부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중동평화협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평화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2017년에는 프

랑스 파리에서 70개국 이상의 대사들이 모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지만 정작 당사자인 이

스라엘 대표와 팔레스타인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드디어 2017년 12월 6일 미국의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곧 부르짖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

엘의 수도라는 것을 선언했고, 2018년 5월 14일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하고 있는 평화협정안은 어떤 내용인지 아직 구체적

으로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동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최근 쿠슈너와 그린블랫의 요르

단 방문과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르단의 압둘라 

국왕과의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논의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죠.

1. 1978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중간)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좌), 이스라엘의 메나헴 베긴 총리(우)  

2. 1991년 빌 클린턴 대통령(중간)과 이츠하크 라빈 이스라엘 총리(좌), 야세르 아라파트(우) PLO 위원장

3.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좌)과 쿠슈너 선임보좌관(중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우)

▶ 11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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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평화협정이 맺어질 수 있을까?
과연 지난 70년 동안 해답을 찾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 간의 평화협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으로 성사가 될까

요? 그건 아직 아무도 쉽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빌 클린턴 대통령과 조시 부시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시도했

던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

통령이 평화협정을 대하는 태도의 결이 이전의 대통령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 중에는 

재임 시절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방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트

럼프 대통령이 처음이죠. 그만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협정에 대해 누구보다도 성경적으로 해결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과 적그리스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분명히 기

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

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여기서 얘기하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라

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간

의 평화협정을 맺는다는 것이죠. 이런 해석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억지스러운 결론이라고 하지만 다니엘서 9장 27절의 하반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

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

느니라 하니라”

어떤 사람은 카톨릭 교황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또

는 이슬람 국가에서 나올 것이다, 유럽 연합에서 나올 것이다, 여

러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에서 평화협

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의 후반부는 평화

협정 7년 중에 3년 반이 지날 때쯤 적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깨뜨

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새롭게 지어진 예루살렘

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을 높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신학자들은 

이 성전이 제3성전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없

지만 앞으로 제3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적그리스도는 그곳에서 유

대인들이 지내고 있던 동물 제사를 중단시키고 그 자리에 멸망의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되며 자신이 하나님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자신만을 숭배해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3성전
아직도 예루살렘의 성전산엔 1,300백 년 동안이나 버티고 서 

있는 황금사원이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유대인의 성전인 제3성

전을 건축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현

재 황금사원 자리가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 헤롯 성전의 지성소 

자리이기 때문에 제3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황금사원

을 허물어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스라엘에서 만난 

일평생 성전의 위치에 대해서 연구만 해 왔던 히브리대학교의 물리

학자이자 권위 있는 유대인 성서 고고학자 아세르 카우프만에 의

하면 성전의 지성소 자리는 현재의 황금사원의 자리가 아니라 황

금사원에서 북서쪽으로 약 백 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이스

라엘에서 제3성전을 준비하는 많은 유대인 랍비들도 그 주장에 동

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황금사원 자리가 그 옛날 성전의 

지성소 자리가 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만든 제3성전 다큐멘

터리 영화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

되자 이스라엘에서 제3성전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에게 보내는 편지를 통해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건축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고레스왕이 되어달라고 부

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우리 세대에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

인 간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더군다

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협정을 이루고 결국 산헤드린과 유

대인의 열망대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도 이스라엘과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에서 들려오는 각

종 국제 뉴스들을 예의주시하며 지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뉴스들과 성경 말씀을 함께 읽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깨어서 기도하

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

가오는 것이 분명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코인

이 뉴스들과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깨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15브래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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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드의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 소식

아라드 지역 내 메시아닉 유대인과 크리스천을 향한 초정

통파 유대인들의 반감이 여전히 심하다고 합니다. 최근 이 공

동체의 한 성도는 이스라엘을 방문한 크리스천 순례객들을 데

리고 아라드의 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거리에 자전거를 탄 여러 명의 초정통파 유대인 아이

들이 나타나 자전거 벨을 누르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

다. 크리스천 순례객들을 선교사와 겁쟁이라고 불렀고, 예수님

의 이름이 잊혀질 것이라는 저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초정

통파 유대인들이 메시아닉 유대인과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한편,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베두인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베두인 여성 모임에 참석하는 라티파

라는 여성이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티파는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날 들은 이야기가 계속 생각나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며, 현재는 아랍어로 된 신약을 읽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담대히 믿음 생활을 이어가고 복음을 전함으로, 아라드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베두인 여성 라티파가 듣고 읽는 말씀 속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베두인 사역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베두인 여성들에게 예수님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더 많은 베두인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
│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
- 임마누엘 기독 서점
- 야콥 담카니 대표의 상태
-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메시아닉 사역자
-  이스라엘 크리스천 학생  

연합, FCSI
- 베잇 할렐 공동체 소식
- 캐롤린 하이드 가정

글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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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의

임마누엘 기독 서점 소식

몇달 전 레바논 사역자 부부 나집과 엘리자베스가 운영하는 임마누엘 기독 서점에 

정통 유대인 A씨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한 2월부

터 지금까지 A씨는 보통 한 주에 한 번씩 서점에 전화를 걸어 엘리자베스 사모와 이야

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부부가 보내온 기도 편지에 따르면, A씨가 이렇게 고

백했다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압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을 통해 구원과 생명을 얻은 것을 압니다. 이제 제 아내에게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고백해야겠다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

하고 저희 종교 지도자들과 공동체 사람들에게 소문을 낼까 두렵습니다. 물론 그들에

게도 이 사실을 전하고 싶지만,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겠습니다.”

기도제목

●  정통 유대인 A씨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서 두려움이 아닌 확신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A씨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나집과 엘리자베스 부부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주셔서, 그들이 하는 사역과 나누는 모든 말을 통해 예

수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점차 호전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복음 전도자,     

야콥 담카니 대표의 건강 상태
최근 야콥 담카니 대표가 심장 수술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수술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 야콥 담카니 대표는 아직 의식을 되찾진 못했지만 그의 몸 상태는 점

차 호전되고 있습니다. 야콥 담카니 대표의 아내 엘리세바 사모가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에 

따르면, 야콥 담카니 대표의 심장은 수술 이후 바로 뛰기 시작했고, 이제 거의 혼자 힘으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으며, 혈압 수치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한 수술 후에 

파종성 혈관 내 응고라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 증상은 몸의 여러 곳에 출혈을 발생시키

고 혈액순환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증상이 원래 가지고 있는 패혈증과 함

께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합니다. 엘리세바 사모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고 계신다는 말과 

함께 중보 기도자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도제목

●  야콥 담카니 대표의 심장과 모든 신체를 주님의 보혈로 덮어 모든 질병과 감염이 치유되고, 어떠한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생기지 

않고 새것과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야콥 담카니 대표의 의식과 영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해주시고, 하루빨리 의식을 찾아 눈을 뜰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엘리세바 사모와 구원의 나팔 식구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힘을 주시고, 믿음과 감사함으로 각자가 맡은 자리를 계속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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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메시아닉 사역자들의 소식

최근 심장 수술을 받은 메시아닉 사역자, 야콥 담카니 대표를 비롯해 이스라엘 내에 

육체적인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메시아닉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예

루살렘의 유명한 기도의 집인 수캇 할렐의 대표, 릭 라이딩스의 딸이자, 찬양 사역자인 

에스더 무어가 암 투병 중 향년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힘쓰는 사역자들이 질병과 고통으로 사역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아하밧 예슈아의 목사인 에디 산토로 목사는 뇌

종양으로 인해 지난 4월 뇌수술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수술 후에도 작은 종양이 뇌에

서 발견되었고, 계속 병원을 오가며 약물치료 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중

독자들을 돕는 메시아닉 사역 단체, 아비브 미니스트리에서도 기도제목을 보내왔습니

다. 이 단체의 대표 도브 바이커스의 아내 올가 사모가 급성 및 만성 요통을 가지고 있

고, 약물과 물리 치료를 병행하고 있지만 전혀 차도가 없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  메시아닉 사역자들이 주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그들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그들의 사역 또한 흔들리지 않고 더욱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힘들고 슬픈 상황 가운데서도 메시아닉 사역자들과 그들의 가정이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크리스천 학생 연합, FCSI

1980년 이스라엘에 세워진 FCSI는 이스라엘 내 크리

스천 대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사역 단체입니다. 그들은 크

리스천 대학생들을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함께 성경 공

부를 하고 제자훈련을 받으며 각자의 대학 캠퍼스에서 빛

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곳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들은 이스라엘에서 대학을 다

니는 메시아닉 유대인, 아랍 크리스천 그리고 열방에서 온 

크리스천들입니다. 현재 FCSI는 이스라엘 내 8개의 일반 

대학과 56개의 전문 대학에서 약 33만 명의 학생들을 섬

기고 있는데요. 특히 FCSI의 주된 사역 중 하나는, 새 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생들을 위한 성경 공부 컨퍼런스를 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컨퍼런스라고 불리는 이 컨퍼런스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모든 대학에서 믿는 학생들은 함께 모여, 함께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격려하며, 

어떻게 캠퍼스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FCSI를 통해 이스라엘 내 믿는 학생들이 서로 격려하고 연합함으로, 외로움과 고독함이 아닌 기쁨으로 대학 생활을 즐기고  

각자의 캠퍼스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이 컨퍼런스를 통해 학생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이스라엘 대학 캠퍼스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에스더 무어

도브 바이커스 대표와 올가 사모

에디 산토로 목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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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목사가 있는 아쉬돗의 베잇 할렐 공동체 소식

이스라엘의 남부 아쉬돗에는 메시아닉 유대인, 이스라엘 목사가 담임하는 베잇 할렐 공

동체가 있습니다. 2005년에 세워진 이 공동체는 매년 큰 전도 행사를 열어 이스라엘의 수

많은 유대인을 예수님께 인도해왔습니다. 지난 7월 베잇 할렐 공동체는 창립 13주년을 맞

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박해 가운데서도 지난 13년간 꿋꿋이 자리를 

지켜온 베잇 할렐 공동체는 현재 새 건물 건축을 마쳤고 몇 가지 서류 작업만이 남아있다

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아쉬돗 지역 내 정통 유대인들의 반대와 

방해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아쉬돗의 최고 랍비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베잇 할렐 

공동체를 막아낼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또한 베잇 할렐 공동체에서 보내온 기

도 편지에 따르면, 정통 유대인들이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 주술을 사용하고 저주의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아쉬돗 지역에 베잇 할렐 공동체의 새 건물이 세워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쉬돗 지역에는 400여 개가 넘는 유대인 회당이 있지만, 메시아닉 유대

인의 명의로 된 공동체 건물은 단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베잇 할렐 공동체의 건물은 아쉬

돗에서 처음이자 유일한 메시아닉 유대인 소유의 공동체가 될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   베잇 할렐 공동체의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영육간에 보호해주시고, 이들을 향한 모든 주술과 저주가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잃고  

사라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베잇 할렐 공동체의 이사 과정이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건물 안에 필요한 모든 기구와 장비들도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베잇 할렐 공동체 건물이 아쉬돗 지역 내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스라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한 메시아닉 유대인 캐롤린 하이드의 가정 소식

지난 소식들을 통해 이스라엘 내무부가 메시아닉 유대인 캐롤린과 리차드 하이드를 비롯해 그녀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의 시민권마저 

박탈하려 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6월 7일 캐롤린의 아들 아리엘과 며느리 샤일라의 시민권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 당

시 이스라엘 법무부 부장관이 세운 지침에 따라, 이스라엘에 이주한 지 10년이 넘은 캐롤린의 아들 아리엘의 시민권은 당연히 보장되어

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고, 판사는 그날 공판을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내무부에 그들의 주장과 자료를 제시할 시간을 줄 

수 없고, 이제는 캐롤린의 며느리인 샤일라의 시민권에 대한 지침을 세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

사의 판결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내무부는 자신들의 제안과 주장을 검토하고 다시 제시할 수 있는 추가 기한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경 다시 열린 공판에서 이스라엘 내무부는 샤일라에게 시민권이 아닌 영주권을 줄 것을 제안했고, 판사는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

니다. 결국 현재 샤일라는 이스라엘 영주권을 얻게 되었지만, 아리엘과 캐롤린 가

정을 향한 이스라엘 내무부의 위협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기도제목

●  계속되는 공방 속에 캐롤린의 가정이 위축되지 않고 더욱 강한 믿음과 용기로 

주님을 신뢰하며,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캐롤린 측 변호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재판에 필요한 자료들을 잘 준비

하고 이스라엘 내무부의 주장에 막힘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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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1 수/Wed

드루즈 지도자들,      
유대 국가법에 대해 네타냐후와 회담
이스라엘의 소수민족, 드루즈 지도자들이 수요일 네타냐후 총리와 

만나 새로 통과된 유대 국가법이 드루즈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 유대 국가법이 통과되자 드루즈 지도자들은 법을 

개정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고, 이스라엘 정부 관료들은 드루즈 

시민들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이스라엘 군대에 복무하는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약속하는 제안서를 작성했다. 드루즈 지도자

의 일부는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며 역사적인 제안이라 불렀

지만, 또 다른 일부의 지도자들은 토요일 밤 텔아비브에서 열릴 대

규모 시위에서 끝까지 항의할 것이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JP)

Druze leaders meet with Netanyahu 
over Jewish nation-state law
Leaders of Israel’s loyal Druze community met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on Wednesday to discuss the implications 
of the new Jewish Nation-State Law to the Druze community. 
After Druze leaders filed a lawsuit to have the law changed, 
Israeli government officials drafted a proposal that would  
give the Druze population legal special status in Israel and 
promised state benefits to any person who serves in Israel’s 
armed forces. Some of the Druze leaders were satisfied and 
called the proposal historic, but others said they would continue  
to protest in a mass demonstration to be held in Tel Aviv on 
Saturday night. (JP)

9월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글 이고은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유대 국가로 공표된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합시다.

As Israel is now an officially Jewish nation, we pray that 
all Israel will be saved. 

글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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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월/Mon

러, 골란 고원에서 이란과 이스라엘 중재
러시아는 시리아와 시리아 내의 이란 세력들, 그리고 이스라엘 사

이에 협정을 중재함으로, 지역 안정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러시아

가 제시한 협정은 시리아 정부의 이스라엘-시리아 국경 지역에 대

한 통제를 이스라엘이 인정한다면, 이란 세력이 국경에서 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시리아를 통한 이란과 이스라엘

의 직접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골란 고원 국경 지역 내 여덟 군데

에 관측소를 설치할 예정이다. 남부 이스라엘에서 가자 지구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북부 국경에서 이란군이 철수

한다면, 이스라엘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Al-Mon)

Russia mediates between Iran   
and Israel on the Golan 
Russia is working to stabilize the region between Syria, 
Iranian forces within Syria and Israel by brokering an agree-
ment between the countries. Under the agreement, Iranian 
forces will be pushed back from the border, in exchange for 
Israel’s recognition of the Syrian government’s resumed 
control over the area. Russian troops will also line the Golan 
border in eight observation posts to prevent direct conflict 
between Iran and Israel through Syria. With tensions in southern
Israel escalating, the exit of Iranian forces near the northern 
border will minimize Israel’s immediate concerns 
in the north. (Al-Mon)

2018.08.09 목/Thur 

이스라엘, 하마스 로켓 150발에 보복
수요일 저녁부터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으로 200발의 

로켓이 발사되면서 이스라엘인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 내의 테러 목표 및 군사 시설에 100발 이상의 공습을 시

행함으로 신속히 대응했다. 목요일에도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내부 

보안 작전 본부로 사용되는 5층짜리 건물을 포함해 가자 지구에 

여러 차례 타격을 가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의 유일한 장거리 

로켓이 이스라엘과의 국경을 넘어 브엘세바 근처 지역에 떨어진 것

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이런 타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화요

일 이스라엘의 탱크 공격으로 두 명의 하마스 고위급 저격수가 사

망하면서 가자 지구에서 로켓 공격이 시작되었다. (JP)

Israel responds to 150 Hamas rockets
Close to 200 rockets were fired into southern Israel from the 
Gaza Strip since Wednesday evening, leaving 28 injured. 
Israel quickly responded with more than 100 airstrikes against 
terror targets and military sites in the Gaza Strip. Israeli 
strikes continued on Thursday, hitting multiple targets including
a five-story building used as Hamas’s interior security 
operations headquarters. The IDF announced these strikes 
were in retaliation after Gaza’s sole long-range rocket flew 
40km within Israel and landed just outside of Beersheba. 
Rocket fire from Gaza began after IDF tank fire killed two 
Hamas members on Tuesday. (JP) 

    

이스라엘과 이 지역의 많은 사람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속히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As we pray for Israel’s peace and security, pray for the 
unveiling of eyes to see Jesus as the Prince of Peace and 
for the establishment of God’s perfect Kingdom over the 
land. 

    

갑작스러운 갈등에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for ceasefire negotiations between Israel and Hamas 
to continue despite this sudden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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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월/Mon 

두 국가 해법안, 20년 만에 가장 낮은 지지율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에 대한 두 국가 해법안에 대한 지지

율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6월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 따르

면, 아랍계와 유대계 이스라엘 시민의 49%, 팔레스타인인 중 43%

가 이 해법안을 지지한다고 나왔다. 2010년 같은 조사에서는 71%

의 아랍계와 유대계 이스라엘 시민과 57%의 팔레스타인인이 두 국

가 해법안을 지지했다. 조사를 시행한 연구원은 두 국가 해법안과 

평화협상에 대해 20년 동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태도

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 10년간 두 국가 해법안의 지지율은 꾸준히 

내려가 올해는 거의 2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JP)

Support for two-state solution   
at 20-year low
It was reported on Monday that support for a two-state solution 
to the Israeli-Palestinian conflict is at the lowest point in 
twenty years. 49% of Arab and Jewish Israelis and 43% of 
Palestinians support the idea, according to a poll conducted  
in June. A poll conducted in 2010 showed much higher   
percentages at 71% and 57% respectively. Researchers behind 
the poll have been surveying Israeli-Palestinian attitudes  
to the two-state solution and peace process for over twenty  
years and said that support has been waning steadily for  
a decade, but this year shows the lowest numbers in almost 
two decades of research. (JP)

2018.08.14 화/Tues

팔레스타인, 유엔에서 이스라엘 제적 시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유대 국가법에 대응해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정직시키거나 영구히 제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팔

레스타인의 주요 논거는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새로운 유대 국가법을 통해 인종 차별을 장

려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팔레스타인은 유엔 총회 국가 2/3의 

동의와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의 찬성 9표가 필요하다. 팔레스타

인이 성공한다 해도 미국이 이 결정에 거부권을 던지겠지만, 이 결

의안이 통과된다면 팔레스타인에게 전례 없던 승리가 될 것이다. 

(Ynet) 

Palestinians try to remove Israel  
from UN
In light of Israel’s new Nation-State Law, the Palestinians will 
try to suspend or permanently remove Israel from the UN. 
Their main arguments are that Israel disregard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defies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and encourages apartheid through the new Nation-State Law. 
The Palestinians will need the consent of two-thirds of the 
nations in the General Assembly and nine votes of the Security 
Council member states, which will prove difficult. And though 
the US will surely veto any decision to remove Israel from the 
UN, if the resolution happens to pass, it would be an unprece-
dented victory for the Palestinians. (Ynet)

    

팔레스타인과 다른 아랍 국가들에 의해 전파된 거짓 선전이 이스라엘의 

주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the lies and propaganda spread by the Palestin-
ians and other Arab nations would not be able to under-
mine Israel’s national sovereignty.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as people lose hope in a worldly solution to this 
conflict, God would direct their vision upwards to find 
hope in the gospel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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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6 목/Thur

1990년 이래 가장 적은 이스라엘인 이민 수치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거의 30년 만에 최저치에 도달했다. 중앙통계청(CBS)에 따르면 

1990년 이래 가장 적은 약 15,200명의 이스라엘인이 2016년 다

른 나라로 떠났다. 다른 나라로 이민한 약 8,900명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고 28,000명의 신규 이민자가 이스라엘에 입국했다. 

이스라엘의 경제, 정치, 안보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이 불만족스럽

다는 보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만, 이런 낮은 이주 수치는 오히

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순위에서 11위를 차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BIN)

Lowest number of Israeli emigration 
since 1990 
The emigration rate of Israelis has reached an almost three 
-decade low. According to the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CBS), approximately 15,200 Israelis left the country in 2016, 
which is the lowest number since 1990. Around 8,900 Israelis 
returned to Israel after leaving and 28,000 new immigrants 
entered Israel for the first time. Despite constant reports that 
Israelis are dissatisfied with a number of aspects about Israel, 
such as the economy, politics or security issues, these numbers 
seem to reflect the fact that Israel is ranked the 11th happiest 
country in the world. (BIN)

2018.08.17 금/Fri

가자 국경에서 일어난 시위, 2명 사망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장기 휴전을 협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자가 참석하는 금요일 국경 폭력 시위는 

계속됐다. 이번 주, 약 5,000명이 참가한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국

경에서 타이어를 태우고 이스라엘군에 돌과 폭발물을 던지며 폭동

을 일으켰다. 가자 지구 언론에 의하면, 이 시위로 2명의 시위자가 

사망했고, 250명이 다쳤다. 4개월 이상 계속되고 있는 시위에서 

총 16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이스라엘 군인 

한 명이 사망했고, 7,000에이커가 넘는 이스라엘 땅이 가자 지구

에서 날아온 불붙은 연과 풍선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 (TI)

Fresh protests on Gaza border,   
two killed
Despite long-term peace talks between Israel and Hamas, 
thousands of Palestinians gathered once again on Friday  
in violent protests along the border. Around 5,000 people  
participated in the rallies where Palestinians protestors hurled 
rocks at soldiers, burned tires and threw explosives at Israel
soldiers. Gaza reported two people killed and around 250 
injured. Over 160 Palestinians have died since the weekly 
clashes, one Israeli soldier killed and over 7,000 acres of land 
burned through incendiary kites and balloons flown over from 
Gaza. (TI)

    

이스라엘과 이웃 국가들이 서로를 향한 증오와 통한을 사랑과 용서로 

극복하도록 기도합시다.

Pray for the reconciliation between Israel and   
its neighbors, for love and forgiveness to overcome hatred 
and bitterness.

    

더욱 많은 유대인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more and more Jews and followers of Jesus 
would bless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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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루터의 두 얼굴’ 핀란드 수출

김종철감독의 네 번째 다큐멘

터리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이 

핀란드의 기독교 TV인 TV7과 

방송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 

5월 이 방송 관계자와 이스라

엘에서 만났을 당시 이 영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 뒤 마침

내 북유럽에서 기독교텔레비젼

으로 방송 되는 성과로 이어지

게 된 것입니다. 이 계약에 따르

면 ‘루터의 두 얼굴’ 영화를 핀

란드어, 스웨덴어, 에스토니아어로 번역하여 일 년 동안 4회 방송하는 것입니다. TV7방송은 북

유럽 국가를 시청권으로 두고 방송하는 기독교 텔레비전으로 한국인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가 

북유럽의 방송을 통해 전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로 인해 많은 북유럽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반유대주의가 사라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 동참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

시오. 

‘샤베이 이스라엘’대표 새 사옥에서 브래드쇼 첫 녹화

지난 8월 30일, 인도의 유대인들인 므낫세 지파의 후

손을 이스라엘로 귀환시키는 사역을 하는 이스라엘

의 ‘샤베이 이스라엘’단체의 대표인 마이클 프로인드

와 함께 브래드TV의 새 사옥에서 브래드쇼의 첫 녹

화가 있었습니다. 세트와 조명 카메라 등이 처음 사용

되는 날이었지만 약 한 시간 동안 진행된 첫 녹화는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이날 새 사옥에서의 녹화 

첫 게스트였던 마이클 대표는 한국에 오직 이스라엘

만을 소재로 하는 방송국이 있으며, 그 시스템이 완

벽하다는 것에 놀라움과 감탄사를 연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스튜디오에 귀한 게스트들이 많

이 방문하여 좋은 대담을 나누고 그 방송이 전 세계

에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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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TV 1층 코텔홀
바닥공사 완료

1층 코텔홀의 바닥이 평평해 뒷쪽의 좌석에선 정면 

스크린의 아랫부분 자막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가 발

견되어 바닥의 뒷부분이 계단식으로 높아지게 하는 

공사가 지난 8월 29일 부터 9월 9일까지 이어졌습니

다. 예상치 못했던 문제점이었지만 무사히 공사가 완

료되어 이젠 어느 자리에서나 영화의 화면 전체를 잘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다브 펠드만’
 이스라엘 부대사 방문

지난 8월 28일 주한 이스라엘 부대사급인 나다브 펠드만 공관차석이 브래드

TV를 방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이스라엘 전문 선교방송인 브

래드TV에 대한 소식은 이전부터 들어왔지만 이번 새사옥 이전을 맞이하여 

꼭 한번 찾아오고 싶어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브래드TV 1층 코텔홀에 

설치되어 있는 통곡의 벽 앞에 선 나다브 펠드만 공관차석은 한국땅에서 예

루살렘과 똑같은 통곡의 벽을 보게될 줄은 몰랐다며 매우 섬세하게 잘 만들

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래드TV를 포함해서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전반적인 

이스라엘 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앞으로 브래드TV가 계획하고 있는 일 중

에 이스라엘 대사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적극 협조해 주

겠다는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Brad Books 신간 ‘신의 전쟁’

이스라엘 선교 전문 출판사인 브래드 북스에서 신

간 ‘신의 전쟁-알렉스 이 지음’을 출판하였습니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 이스라엘은 지난 

역사속에서 어떤 전쟁을 치뤄왔었는지 그리고 앞

으로 이스라엘에선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인

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예견한 내용입니다. 특히 

저자는 육군정보학교를 수료한 후 군에서 정보관

련 업무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전쟁과 전

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자료를 통해 앞으로 이

스라엘에서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나게 될 전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 전쟁에 대해 관심이 있는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입 문의 031-926-2722   브래드스토어 www.bradsto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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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 나눌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증 영상을 보면 대다수의 경우 해외여행을 다니다가 예슈아

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행 중 만난 크리스천을 통해 예수님 누구이신지 

제대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 스스로 탐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아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이 사는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행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대인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려운 일 일 수 있죠. 여기 여러분을 돕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눌 때 그들이 잘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사실 마음속으

로는 복음에 적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지

도록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롬 11:25).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31절)’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은혜로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완고하게 하셨

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유대인들 또한 동일하게 받을 것입니다. 이는 기쁜 소식이자 나

쁜 소식이기도 합니다. 나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다른 어떤 민족보다 복음에 대

해 완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쁜 소식은 이 완고함이 부분적이며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지만 오늘날 굉

장히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일이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은혜의 통로로 쓰시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라는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경계하고 화를 냅니다. 왜 일까요? 그 이유는 매우 깊고 복잡하지만 짧게 이야기하자면 역사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유대인을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크리스천은 유대인

들을 적으로 여겨 왔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날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역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적대적인 태도를 이해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할 

때 ‘교회’,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유대인들에게는 

공포를 유발하는 단어라는 것을 잘 모른 채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교회가 유대인을 

박해한 역사에 대해 찾아보거나, 마이클 브라운 박사의 ‘피로 물든 우리의 손(Our Hands 

Are Stained with Blood)’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

왜 유대인들은 
복음에 마음이 닫혀있나요?

1.  하나님께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부분적으로 완고하게  
하셨습니다.

2. 가슴 아픈 2천 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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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잘못된 개념들로 아주 강력히 세뇌시켜 놓았습

니다. 랍비들은 성경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내는 구절마다 다른 대체적인 해

석으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민족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들으며 성장합니다. 예슈아를 믿는 유대인들은 직업을 구하기 어렵고, 이웃으로

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의절을 당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

다. 전통 유대인 가정의 경우 가족 내에 예슈아를 믿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죽은 사람 취

급하며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슈아를 믿는 것에 대한 대가

를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진 진주이신 예슈아를 믿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

니다(마 13:45~46). 하지만 이들이 겪어야 할 역경은 큽니다. 2천 년간 이어져온 잘못된 

세뇌를 깨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대인 복음주의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협력이 유대인들을 믿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로 유대인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며 대화를 시작하고, 

실질적으로 이들을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유대인 신자들입니다. 만약 유대인에게 복

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igod.co.il에 접속하여 히브리

어로 된 복음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길 권합니다. One For Israel 사역단체가 만든 이 웹

사이트는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이며 히브리 문

화권에 사는 이들에게 가장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복음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150개의 히브리어로 된 복음과 기독교 변증 영상, 30여 개의 이스라엘 신자들

의 간증, 복음에 대한 랍비와 무신론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500여 개의 기사가 준비되

어 있습니다. 

매주 One For Israel에는 이 영상과 기사를 읽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유대인들

의 메일이 수없이 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 사이트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소망합니다. 

3.  문화, 사회적으로    
예슈아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조차    
금기시 됩니다.

도움은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원포이스라엘
기사출처 :  https://www.oneforisrael.org
예슈아를 따르는 유대인과 아랍인들로 구성된 One for Israel은 메시아닉 선교단체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일으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며, 이스라엘 신자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히브리어로 수업하는 성경 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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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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이 핵 전쟁을 유발할 것인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핵무기를 통해 인류가 스스로를 

파괴하는데 일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랜드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군대의 인공지능 도입과 앞으로 도입될 신 기술들은 사회의 

불확실성을 더욱 조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만약 인공지능이 적

국의 무기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더 발전되고 새로운 방법을 제

공한다면 현재 상호확층파괴전략*에 의한 전략적 안정성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상호확층파괴전략 - 적국의 핵무기 선제공격을 단념시키기 위한 것으로, 적이 

핵공격을 가할 경우 남아 있는 핵전력으로 상대편을 전멸시킨다는 보복전략

새로운 전쟁 권한 결의안을 도입한 미국 상원 의원
2001, 2002년 통과된 후 개정되지 않은 전쟁 권한 법령을 대체하

기 위해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의 의원들이 최근 군사법의 새로운 

전쟁 권한 법령을 도입했다. 이로 인해 미국 대통령은 알 카에다, 

탈레반, IS나 다른 연관된 조직과의 전투를 위해 필요한 병력을 사

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국가를 상대로 한 군사적 행동은 취할 수 

없다.

시리아 내전
7년간의 시리아 내전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뿐 아니라, 

시리아 반군, 터키, 쿠르드족, 이란, 헤즈볼라, 이스라엘, 러시아, 미

국, IS의 잔존 병력, 시리아 난민들을 수용하는 나라들이 모두 관

여되어있다. 이 내전으로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였으며, 

1,200만 명이 자국을 떠났다.

중국과 대만 곧 충돌하나?

베이징 국영방송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비판하며 직접적

인 군사적 충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

럼프는 최근 대만 여행법에 서명하였는데, 이 법은 미국과 대만, 두 

나라의 고위 공직자들이 상대 국가를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은 미

국의 이러한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신성로마제국

나토, 대서양 사령부에 러시아에 대응할 것을 명령하다
미국 국방부 펜타곤과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펜

타곤은 대서양에 미국과 나토의 입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해군 사령부 설치 계획과 미국 해군 제2함대를 재편성하겠다고 발

표했다. 이러한 결정은 러시아의 증가하는 군사적 위협과 대서양에

서의 러시아 군의 활동 확대에 대한 유럽과 나토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크롱, 샤를마뉴상 수상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유럽 통합에 기여한 인물 또는 

단체에 수여되는 2018년 샤를마뉴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유럽연

합에서 주는 노벨 평화상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샤를마뉴 재

단 이사회는 유럽의 꿈을 활성화시키는 용기 있는 개척자에게 이 

상을 수여한다고 밝혔다. 샤를마뉴상은 신성 로마제국의 대제가 묻

힌 도시 아헨에서 매년 예수님 승천일에 수여되고 있다.

독일 외무부 장관 : 러시아와 신뢰 관계 재구축해야
독일 외무부 장관인 헤이코 마스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대화를 재개하길 원하고 있다. 마스는 “우리는 핵

무기 축소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다자주의를 위해 러시아가 필요

하며, 러시아가 준비가 됐다면 이를 위해 대화를 재개하고 신뢰관

계를 점차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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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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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시스템을 버린 신용 카드
미국의 대형 신용카드 네트워크 회사 4곳이 EMV(국제결제표준)

칩의 상용화로 신용 카드 거래를 위해 더 이상 서명을 요구하지 않

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 소상공인은 결제 시 서명을 받거나 받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거래 인증을 위한 생체 기술이 도입되기 시작했

다. 비자카드는 지문인식 기능이 탑재돼 있는 신용카드 도입을 위

한 시범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여행을 위한 생체 인식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자동 입국 시스

템을 위한 생체 기술 도입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앞으로 3년 이내에 

전 세계 63%의 공항과 43% 항공사가 생체 ID 시스템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체 인식 기술을 점차 일상생활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Strategy & Innovation의 임원인 신 파

렐은 승객들은 “생체 시스템 사용을 원하며, 준비가 되어있다”라

고 말했다. 

중동

중동 평화 계획을 마무리 짓는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인 재러드 쿠슈너가 중동 평화 계획을 마무리 짓

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평화 회담

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쿠슈너 선임 고문은 평화 계

획의 최종안을 검토하는 중이며 이 계획을 발표할 시점과 장소, 방

법을 두고 정부 고관들과 회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인 모하메드 빈 살만은 이스라엘은 팔레

스타인과 동일하게 자신들의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위를 물려받게 될 32살의 왕세자는 “나는 모

든 사람이 평화로운 자국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믿는다. 또한 팔레

스타인과 이스라엘 모두 그들의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 하지만 우

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안정과 정상적인 관계를 위해 평화 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계 종교

무슬림 월드 리그와 바티칸
‘무슬림 월드 리그’의 수장인 모함메드 알 이사와 ‘종교간 대화

를 위한 바티칸 교황청 평의회’의 추기경 진 루이스 타우란(Jean-

Louis Tauran)이 공동의 목적을 위한 양해각서에 사인했다. 이 

양해각서는 종교간 대화의 중요성과 종교의 인정, 크리스천과 무슬

림간에 영적인 유대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 문서는 바티칸 

평의회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의 건설적인 관계증진을 위해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러 이름을 가진 하나님?

세계 7개 종교 대표단이 워싱턴 D.C.에 모여 거리를 행진했다. 이

들은 인종차별 금지를 외치며 신앙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여기 모

인 이들은 모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의 동일한 하나님을 예

배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모인 7개의 종교는 힌두교, 조로아스

터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몰몬교, 시크교였다. 한 여성 성직

자는 “우리는 하나의 동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다른 방식으로 섬긴

다”고 말했다.

World Review /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브래드 미니스트리에 전하고 싶은 말, 격려의 말씀, 기타 의견을 
bradfilm123@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당첨된 글은 다음 호에 실리며, 김종철 감독의 사인이든 이스라엘 관련 
저서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주소, 이름,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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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피어스의
예언을 통해 이뤄진 언약 

브래드TV 8월 프로그램 리스트 (8/1~8/22)
지난 8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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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메시아닉 유대인은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다?

데이빗 쉴러

8/15

마약쟁이 뮤지션에서 
하나님 품으로 온 메시아닉 유대인 

조나단 세텔

8/8

지옥에서 살아난 뒤 시작된
이스라엘의 부르심

송웅자 사모

8/22

아마겟돈 골짜기를 바라보며 
마지막 때를 위해 기도하기 

데이빗 실버

8/1

-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위협… 
미, 아랍판 나토 추진

-  이스라엘, 시리아 IS 연계 조직  
공습…‘로켓포 2발 대응’

-  아담 정착촌에 팔 10대 침입해  
흉기 테러…‘1명 사망’

8/15

-  하마스, 발사체 180여발 발사… 
이스라엘인 7명 부상

-  하마스, 이스라엘과 휴전 합의… 
이스라엘 관련보도 부인

-  하마스, 로켓 경보 앱 ‘코드 레드’ 
가짜 버전 유포

8/8

-  시리아 내전 종지부…달라진 점은?  
이스라엘 국경에 ‘러시아군’ 배치

-  시리아 내전 이전의 이스라엘·시리아 
양국관계

-  이스라엘, 시리아 화학무기 연구소  
소장 암살…차량 폭발

8/22

-  이스라엘 내 테러방지 차원   
총기 소유 규정 완화 

-  유엔 사무총장, 팔 주민 보호 위해  
 유엔군 파견 검토

-  트럼프 ‘한 국가 해법시 이스라엘  
총리는 모하메드’

8/8

-  이스라엘 내 30만 명의   
대학생을 섬기는 FCSI

-  아쉬돗의 베잇 할렐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

-  메시아닉 유대인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내무부

8/22

-  테러와 재난 속 소망의 빛이 된  
메시아닉 공동체들

-  이스라엘의 소외된 고아들을 위한  
입양 사역

-  히브리어 복음 영상을 보고 만나는  
예수님

8/1

이스라엘의 대지진

8/15

예언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미래

8/1

예언으로 풀어보는 현대 이스라엘 (2)

8/8

예언을 통해 보는 이스라엘의 미래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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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브래드TV는 지난 6월 22일 새 사옥으로 이사한 이후 약 한 달간 정리를 하고 7월 

27일, 약 130여 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브래드TV 개국 4주년 및 이전 감사예배를 드렸

습니다. 그 후로 저희는 빠르게 새 사옥에 적응하며 계속해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

고 있지만 예상치 못했던 새 사옥의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우선 1층에 영화를 감상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코텔홀의 바닥이 평면이어서 뒤쪽

에 앉은 사람은 앞사람의 머리에 스크린의 절반이 가려 화면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과 

뉴스 프로그램과 브래드 브리핑,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스

튜디오에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너무 울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9월 

초부터 약 10일간에 걸쳐 1층 코텔홀의 바닥을 계단식으로 바꾸는 공사와 3층 스튜디

오의 벽면에 흡음재를 부착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사는 잘 마무리되었으며 9월 중순부터 브래드TV 1층 코텔

홀에서 ‘제3성전’과 ‘루터의 두 얼굴’을 요일과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 1백 석이 코텔홀에서 ‘브래드 아카데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브래드 아카데미에서는 ‘찬양으로 배우는 히브

리어’, ‘영화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 등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이스라엘 관련 12개의 강좌를 

개설해서 이스라엘에 대해 좀 더 다양하고 심도 있는 배움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예슈아 하이 TV에서 제작하는 ‘히브리어로 읽는 신약성경’, 이스라엘의 One For Israel에서 

제작하는 ‘메시아를 만난 유대인들’이라는 프로그램도 현지 제작팀과의 MOU를 통해 브래드TV에서 새롭게 방송을 시

작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브래드TV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는 11월 중순에 출발하게 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도 이스라엘을 처음 떠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좀 더 

색다른 여행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외에도 갈릴리 호수에서 청소를 하거나 이스라엘의 어려운 분들에게 전

달되는 음식을 포장하는 등 이스라엘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길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석류 코스’도 새롭게 여행 개발

하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 2명의 스태프도 새롭게 영입하는 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새 

사옥에 걸맞게 더욱 풍성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려 합니다.

브래드TV의 사역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이런 일들이 어떤 방해에 중단되거나 주춤하지 않도록 후원자 여러분들

께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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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숫자 70에 담긴 자유와 추수의 때
척 피어스 (1)

8/15

모세가 아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이유

셋 포스텔 교수

8/8

다가올 분쟁과 예비된 승리 
척 피어스 (2)

8/22

메시아닉 목사가 푸는 
에스겔 37장의 예언 

하난 루카츠 목사

8/1

-  브룬슨 목사의 석방을 거부하는 터키

-  생명을 살리는 이스라엘의 혁신적인 
응급 처치 기술

-  이스라엘 전역을 느낄 수 있는 책  

‘이스라엘 트레일’

8/15

-  트럼프 대통령, 유대인 정착촌 건설 
추진 및 이란과의 정상회담 제안

-  CBN 설립자 팻 로버슨, ‘시온의  
친구들’상 수상

-  CBN,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함께한 
역사

8/8

-  이스라엘군, 자국 영토 침범한   
시리아 전투기 격추

-   브룬슨 목사 가택연금 처분과 이스
라엘의 최고 지지자 니키 헤일리

-   유대인들의 알리야와 이를 돕는  
기독교인

8/22

–  이스라엘 남부에 수백 개의 로켓을 
발사한 하마스

–  하마스 테러로 인한 화재 진압을  
돕는 미국인 소방관들

–  터키에 수감중인 앤드류 목사의  
재판 과정 목격담

8/15

도서관에서 몰래 만난 예수
모틀 발레스톤

8/22

혼수상태에서 죄인임을 인정한 그녀
버지타 벡슬러

8/1

베드로전서 바로 알기

8/8

베드로후서 바로알기

8/15

요한1,2,3서 바로 알기

8/22

유다서 바로 알기

8/1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 평화 협상은 
제3성전을 앞당길 것인가? 

8/15

건국 70주년 만에 바로 세워진 
이스라엘의 정체성 

브래드TV 8월 프로그램 리스트 (8/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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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어요

나팔절이 무엇인가요?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도널드 트럼프의 
중동평화협상은

제3성전을 앞당길 것인가?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존 & 티크바

유대인과 복음을
나누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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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