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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7일, 브래드TV의 신사옥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 이후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 새 사옥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브래드TV의 시청자들이 제일 많이 찾아

오셨지만 이스라엘에서 오신 분들의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인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아리엘 블루멘탈’, 인도의 므낫세 지파의 귀환 사역을 

하는 샤베이 이스라엘의 ‘마이클 프로인드’ 대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의 ‘나다브 

펠드만’ 부대사가 그들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새 사옥에 마련된 통곡의 벽과 옥상에 그려진 대형 이스라엘 지

도를 보고 감탄하며 한국에도 이렇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하는 언론 매체

가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통곡의 벽 앞에 서

자마자 눈을 감고 기도를 했으며 옥상에 그려진 이스라엘 지도를 한발 자욱 한발 자

욱 밟으며 감격의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작은 건물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을 향한 애정과 기도

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도구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하나님께 그저 감

사드릴 뿐 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브래드TV 시청자들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쥬들에게 전달해 달라는 후원금이 있습니다. 그 후

원금 중에 특별히 이름을 지정하여 후원금을 보내 주신 내용은 모두 그들에게 송금하였고 이름을 지정하지 않은 후원

금들은 마오즈 이스라엘이라는 매체에서 소개한 정말 후원금이 꼭 필요한 메시아닉 쥬들에게 송금했습니다. 물론 그

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드리면서 ‘이 후원금은 저희 브래드TV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브래드TV의 시청자들이 보내온 

것을 저희가 전달하는 것뿐’이라는 말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후원금을 모아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저희의 

중요한 임무이자 소중한 사역이라고 생각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했습니다. 다른 NGO 단체에서는 모금된 후원금의 일

부분을 사무실 운영비를 위해 떼어내고 송금한다고 하지만 저희는 브래드TV 시청자들이 보내 온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후원금의 전액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브래드TV 역시 시청자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후원을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하지만 저

희가 그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재정을 흘려보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

나 감사한 일인지요.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기도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 축복하고 브래드TV가 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무한한 영광이자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을 향해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일을 거룩한 부담과 소명이라 생각하고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아름다운 새 사옥에서 한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이스라엘을 알리는 일을 하며 또 한국을 찾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격의 시간을 가질 수 있

도록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메시아닉 쥬 사역자와 청년들에게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브래드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사랑과 정성이 이스라엘을 위로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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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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쉬반 23 2  헤쉬반 24 3  헤쉬반 25

4  헤쉬반 26 5  헤쉬반 27 6  헤쉬반 28 7  헤쉬반 29 8 헤쉬반 30 월삭 9 키슬레브1 월삭 10 키슬레브 2

11 키슬레브 3 12 키슬레브 4 13 키슬레브 5 14   키슬레브 6 15 키슬레브 7 16 키슬레브 8 17 키슬레브 9

18 키슬레브 10 19 키슬레브 11 20 키슬레브 12 21 키슬레브 13 22 키슬레브 14 23 키슬레브 15 24 키슬레브 16

25 키슬레브 17 26 키슬레브 18 27 키슬레브 19 28 키슬레브 20 29 키슬레브 21 30 키슬레브 22  

11월 헤쉬반&키슬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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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예쩨 (떠나)_ 창 28:10~32:2 / 호12:12~14:9 / 마 3:13~4:11

봐예쉐브 (거주하였으니)_ 창 37:1~40:23 / 암 2:6~3:8 / 요 2:13~4:42

봐이쉴라흐 (보내며)_ 창 32:3~36:43 / 옵 1:1~21 / 호 11:7~12:12 / 요 1:19~2:12

톨 도트 (계보)_ 창 25:19~28:9 / 말 1:1~2:7 / 눅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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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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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리 & 헤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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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쉬반 23 2  헤쉬반 24 3  헤쉬반 25

4  헤쉬반 26 5  헤쉬반 27 6  헤쉬반 28 7  헤쉬반 29 8 헤쉬반 30 월삭 9 키슬레브1 월삭 10 키슬레브 2

11 키슬레브 3 12 키슬레브 4 13 키슬레브 5 14   키슬레브 6 15 키슬레브 7 16 키슬레브 8 17 키슬레브 9

18 키슬레브 10 19 키슬레브 11 20 키슬레브 12 21 키슬레브 13 22 키슬레브 14 23 키슬레브 15 24 키슬레브 16

25 키슬레브 17 26 키슬레브 18 27 키슬레브 19 28 키슬레브 20 29 키슬레브 21 30 키슬레브 22  

11월 헤쉬반&키슬레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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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예쩨 (떠나)_ 창 28:10~32:2 / 호12:12~14:9 / 마 3:13~4:11

봐예쉐브 (거주하였으니)_ 창 37:1~40:23 / 암 2:6~3:8 / 요 2:13~4:42

봐이쉴라흐 (보내며)_ 창 32:3~36:43 / 옵 1:1~21 / 호 11:7~12:12 / 요 1:19~2:12

톨 도트 (계보)_ 창 25:19~28:9 / 말 1:1~2:7 / 눅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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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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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슈리 & 헤쉬반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정기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새 사옥 1층 코텔홀의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어 9월 중

순부터 ‘제3성전’과 ‘루터의 두 얼굴’ 정기 상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존 평면

이던 바닥을 계단식으로 재공사하여 이제 어느 자리에 앉으셔도 편안하게 영

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 상영은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이루어지고 있

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엔 ‘제3성전’, 오후 2시에는 ‘루터의 두 얼굴’. 수요일 

오전 11시엔 ‘루터의 두 얼굴’, 오후 2시에는 ‘제3성전’을 번갈아 상영하며 기

존에 상영해왔던 ‘제3성전’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신 ‘루터의 두 얼

굴’도 상영되오니 많이 찾아와 주십시오. 

정기상영시간표

월요일 수요일

오전 11:00 제3성전 루터의 두 얼굴

오후   2:00 루터의 두 얼굴 제3성전

예약 031-926-2722 / www.bradfilm.com

브래드TV의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브래드TV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역

단체인 One For Israel에서 제작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간

증을 담은 프로그램을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름으로 매주 번

역하여 8월 15일부터 방영을 시작했으며, 9월 12일부터는 ‘히브

리어로 읽는 마태복음’(이스라엘 미디어 미니스트리 제작)이라는 

프로그램의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읽는 마태복음’

은 원어민이 히브리어로 마태복음을 읽어주는 방송으로 히브리

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메시아를 만

났다’라는 방송을 통해선 직접 유대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

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아름다운 간증을 들으실 수 있으실 것입

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 중이오니 많은 기대 부

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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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루살렘 포스트에 실린 브래드TV

이스라엘의 메이저 신문사인 예루살렘 포스트에 김종철 감독과 브래드TV에 

관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인터뷰

와 기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한국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브래드 미니스트리

가 한국을 넘어 이스라엘에 더욱 알려지고 더 많은 유대인 형제들을 돕는 계

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실린 기사는 18페이지에서 읽어보

실 수 있습니다. 

‘루터의 두 얼굴’ 핀란드 수출

브래드 리포트 9월 호에 영화 ‘루터의 두 얼굴’이 핀란드 기독교 TV인 TV7과 방송 계약을 맺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현재 계약이 완료되었으며 2019년 1월부터 2년 동안 핀란드어와 스웨

덴어로 번역된 ‘루터의 두 얼굴’이 TV7의 TV 채널과 인터넷으로 동시에 핀란드, 스웨덴, 에스토니아

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북유럽 땅에서도 ‘루터의 두 얼굴’을 통해 유대인에 대한 

올바른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화를 보는 분들마다 눈과 귀가 열

리며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씨앗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루터의 두 얼굴’ 해외상영회

지난 4, 5월 미국 시애틀과 영국 런던 상영에 이어 이번 9월 15일에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밴쿠버순복음교회에서 ‘루터의 두 얼굴’과 

‘제3성전’ 상영이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 처음 상영되는 ‘루터의 두 얼굴’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으며 반유대주의의 역사

를 되돌아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10월에는 러시아, 11월에는 호주에서 집회 및 상영회가 열

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해외 상영의 문을 열어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가 들려져야 

할 곳에 들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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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

리나라는 북한과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갈등과 대결, 끝이 없는 평행선 같은 관계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특히 북한

은 2018년 이전까지 6차례의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어가며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갔었

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또 지난 6월 12일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도널드 트

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가지면서 전 세계가 눈을 부릅뜨고 과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닙

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미 6차례 핵

실험을 해 왔고 또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시키며 한국은 물론 멀리 미국의 동부까지도 그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

게 북한이 실험을 하면서 얻게 된 각종 핵관련 기술들과 미사일 발사 기술들은 고스란히 이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

과 북한은 군사적 동맹관계니까요.

북한과 이란의 동맹관계

지난 2018년 8월 8일 기사입니다. 이란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8일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을 만나 현재 진행 중인 북미 

회담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고 이란 국영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북한과 이란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하며 (미국의) 일

방주의에 맞서는 게 북한의 전략적 정책이다”라고 강조했고 “북한 

지도부는 미국과 협상 과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며 “고위급 관리를 

이란에 보낸 것은 미국에 대한 조롱이자 향후 협상에 대한 경고 신

호로 비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3년 11월 3일 일본의 교

도통신은 이란 혁명수비대 무함마드 알리 자파리 사령관이 북한과 

핵-미사일 개발에서 협력을 계속하겠다고 확약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교도통신은 이란 내정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을 인용

해 자파리 사령관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한 북한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합니다. 이렇

듯 북한과 이란의 군사 분야 협력관계는 동맹관계급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우선 북한의 노동 미사일을 기반으로 하는 ‘샤하브 3’이 이

란에 있고, 북한의 무수단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호람샤르 

미사일’도 이란에 있습니다. 미사일 분야뿐만 아니라 이란의 인공위성, 엔진, 발사기지와 제조, 저장, 유지를 위한 지하시설과 터널 등이 모두 

북한의 모델을 삼고 있으며, 이란에 파견된 북한 전문가들의 협력으로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란과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란은 항상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을 없애버

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란 대통령 하산 로하니 이전의 대통령 아흐마디 네자드는 세계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모인 

UN의 연설에서 ‘지구상에 이란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

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2012년 2월 3일 금요 기도에서도 이스라엘을 '암'으로 분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제거되어야만 하고 제거될 암 

종양이다.” “이란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이라는 ‘암’을 제거하려는 자를 도울 것이다.”

자신들을 없애 버리겠다는 이란이 그 무기의 거의 대부분을 북한에서 들여오거나 북한의 기술 자문을 받아 만들고 있는데 이스라엘

이 북한을 눈만 껌뻑거리면서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지금 북한이 어디서 어떤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지,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으며 그 실험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지, 그 실험 결과

가 어디로 흘러 나갈지, 이스라엘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991년 10월, 북한 선박이 시리아에 판매하기 위해 미사일을 운반 중이라는 정보가 이스라엘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그 미사일이 시리

아로 들어가면 그 미사일은 당연히 이스라엘로 날아오겠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북한 선박을 강제로 멈추게 하고 되돌려 보낸 적이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이 주한 이스라엘 대사인 하임 호센을 통해 한국을 공식 방문하고자 의사를 타진했지만 뚜렷한 이유 없이 한국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난 8월 30일 이스라엘 언론 예디오트 아흐로노트에가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대통령은 왜 한국을 방문하려 했던 것

일까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왜 이런 요청을 거절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것을 거절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브래드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사진 1. 자리프 이란 외무무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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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습니다. 이렇듯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에 관한 정보는 어쩌면 

한국과 미국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이스라엘과 가까우면 가까워야 하

지 절대로 이스라엘을 무시하거나 모욕할 만큼 하찮은 존재가 아

니라는 얘깁니다. 북한이 이란과 군사적 동맹관계라면 우리는 이스

라엘과 군사적 동맹관계로 나아가야 하죠. 그런데 그 중요한 이스

라엘의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겠다는데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대통령의 방한 요구를 왜 거절한 것일까요?

이스라엘을 모욕한 한국 정부

이스라엘의 매체는 한국 정부가 거절 이유를 뚜렷이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최근 이스라엘 정부의 여러 결정에 실망했기 때

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스라엘이 한국과의 자

유무역협정이 더딘 원인을 한국의 시간 끌기 탓으로 돌린 데다 이

스라엘이 남북 정상회담도 축하하지 않은 것이 배경일 수 있다고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정부가 천연가스 시추선 사업

에서 한국의 현대가 아니라 독일 티센크루프를 택한 것도 한국 정

부를 서운하게 했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외교 당

국자는 한국 정부의 이스라엘 대통령 방문 거절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불쾌하다고 했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엔 많

은 나라의 국가 정상들이 찾아왔습니다. 볼까요? 2017년 11월 7일 미

국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켈리 대통령 비서실장, 맥마스

터 국가 안보보좌관, 틸러슨 국무장관, 쿠슈너 특별보좌관 등 120명

의 수행원들과 함께 방한했습니다. 11월 23일 샤프카트 미르지요예

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방한을 했고요. 11월 28일에는 마이트리팔

라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2018년 들어서도 외

국 정상들은 한국을 많이 찾아왔습니다. 1월 9일 아랍에미리트 왕

세제 특사 자격으로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랍에미리트 아부

다비 행정청장이 방한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 기간에도 많이 찾

아왔죠. 2월 6일엔 케리스터 칼유라이드 에스토니아 대통령 방한, 

2월 7일 쥴리 파이예트 캐나다 총독, 그리고 달리아 그리바우스 카

이테 리투아니아 대통령 청와대 방문, 8일엔 스위스, 독일, 폴란드 

대통령 청와대 방문, 9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안토니오 구테헤

스 UN사무총장,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회담, 4일 후인 13일

엔 라이몬즈 베요니스 라트비아 대통령, 15일엔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20일엔 보루트 파호르 슬로베니아 대통령 청와대 

방문, 4월 9일엔 안드레이 키스카 슬로바키아 대통령 방한, 5월 2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방한, 6월 3일엔 로드리고 두

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방한, 7월 5일 교황청 외무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고 9

월 9일에는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방한했습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외국의 정상들과 외빈들이 찾아왔습니

까? 이렇게 많은 외국의 정상들이 찾아왔는데 굳이 이스라엘 대통

령만 한국에 오는 것이 안된다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적보다도 친구가 많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 친구들 중에 왜 이스라엘 대통령이 포함될 수 없느

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리블린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역대 그 어

느 대통령보다도 한국을 잘 이해하고 한국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

는 친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총리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1994년 12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츠하크 라빈 총리가 방한해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영삼 대통령과 

회담을 한 적이 있었죠. 1997년 8월 27일 1박 2일 동안 베냐민 네타

냐후 총리가 방한했습니다. 2010년 6월 8일에서 11일까지 이스라

엘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시몬 페레스 대통령도 방한했습니다. 

에후드 올메르트 전 총리도 방한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총리와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은 있을

까요? 전혀 없었습니다. 브래드TV 시청자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미

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하자마자 2017년 5월 

22일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었습니

다.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머리에 키파를 쓰고 통곡의 벽

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세

계 최강 국가 미국 대통령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찾아갔을까요? 

3

사진 2. 이란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최고위원장  3. 우리나라를 방문한 시몬 페레스 대통령

2

10 브래드리포트 OCTOBER. 2018   NO.6



그만큼 현대 국제 정세에서 이스라엘만큼 중요한 나라가 없기 때

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아루츠 쉐바’라는 중요 언론매체가 있습

니다. 이 신문에서는 이 일에 대한 기사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South Korea snubs Israel’ 한국이 이스라엘을 모욕했다. ‘snub’

이라는 말은 ‘모욕하다’, ‘무시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언론들은 한국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무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을 향한 이스라엘의 도움의 손길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는 고작 백만 명 밖에 되

지 않았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1948년 나라를 건국한지 얼마 되

지 않아 피차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나라에 

약 17만 달러 상당의 의약품을 보내 온갖 전염병과 질병으로 시달

리는 우리 국민들을 살려주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한국 전쟁 당

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찾아온 16개 나라의 이름만 기억하고 고

마워할 뿐이지 그 당시 미군이나 영국군의 일원으로 참전해서 피를 

흘렸던 유대인들의 숫자가 4천 명이나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다지 많지 않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1962년 4월 

9일에 중동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정식 수교를 맺었

습니다. 이때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를 먼저 제안한 사

람은 이스라엘의 골다 메이어 외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마침내 1969

년 9월,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대사관이 설치되었고 그 후로 두 

나라는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군사적으로 산업적으로 활발한 교류

를 가졌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후 경제적으로 피폐하기 그지없

던 우리나라 자갈길에 아스팔트를 깔고 초가지붕을 벗겨내면서 지

긋지긋한 가난의 때를 벗겨내고 근대화에 다가갈 수 있었던 새마을

운동은 이스라엘의 키부츠 운동을 그대로 도입한 것이 아니었습니

까? 만약에 이때 당시 이스라엘의 기술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없

었다면 과연 오늘날의 우리나라를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한국 대사관을 설치하지 않았다

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

아를 비롯해서 중동 여러 나라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기 원했기 

때문에 그 나라들의 눈치를 보느라 한국대사관의 설치를 차일피일 

미뤘던 것이죠. 그러나 1970년대 1차 오일 쇼크를 겪게 되자 우리

나라는 본격적으로 갈등하는 모습을 감출 수 없게 됩니다. 석유와 

달러 수급을 위해 아랍 국가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해 나가야 하

느냐 아니면 결정적일 때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준 친구의 나

라 이스라엘과 등을 돌리느냐. 우리나라 정부는 이렇게 결정을 내

렸습니다. 1973년 12월 15일 이스라엘을 반대하고 6일 전쟁이라 

불리는 3차 중동전쟁, 욤키푸르 전쟁이라 불리는 4차 중동전쟁에

서 이스라엘이 차지한 아랍국가들의 영토를 반환하라는 친아랍 성

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1978년 2월 10일, 외무부에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라고 통보하고 4월 1일, 주한 이스

라엘 대사관은 말 한마디 못한 채 차가운 냉대 속에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우방국인 줄 알았던 한국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과거 우리나라 정부가 이스라엘에 대해 가졌던 입장이었습니다. 그

로부터 14년이 흐른 1992년 다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이 설치되

긴 했죠.

지도자를 향한 기도

저는 몇 달 전 미국 텍사스에 갔다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

령을 위해 기도하는 마이크 에반스라는 중요한 중보기도자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백악관을 찾아가 대통령의 어깨에 손

을 얹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 대통령이 이스라

엘을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정책을 펼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저는 미국 워

싱턴 D.C.에 있는 백악관 바로 앞에 24시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

도 텐트가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24시간 

동안 백악관 바로 앞에서 미국의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미국 정

부가 이스라엘 편에 서게 해 달라고 몇 년째 기도의 불씨를 꺼뜨리

지 않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을 저는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

다. ‘아, 이런 사람들이 있기에 미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놀라

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정부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면 우리 정부를 

욕하기 이전에 제발 우리나라 정부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중요한지, 왜 이스라엘과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되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우리

는 청와대 앞에 가서 24시간 텐트를 치고 기도할 용기를 갖지 못

하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을 사

랑하는 브래드TV 시청자 여러분들의 기도가 간절한 때입니다. 이

스라엘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모욕해서는 안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

님의 경고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

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창세기 12장 3절). 
4

사진 4. 백악관 앞에 설치되어 있는 기도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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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전달 소식

기올 가족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7년 11월 기올은 발에 부상을 입어 일

을 쉴 수 밖에 없었고, 현재 수술을 한 뒤 재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가로 쓸 수 있는 

날을 다 써버렸고 회사는 기올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다 지난 7월 말 장

애진단을 받아들이고 6개월간 봉급을 보장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도 기올의 아버지

가 건강 상의 문제로 장기간 일을 하지 못했었고 이로 인해 기올의 가정은 큰 빚을 지고 있

는 상황입니다.

전달금액 NIS 18,000 ($ 5,000) 

여러분의 후원금을 
메시아닉 쥬 청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토냐의 가족은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야를 하였으며 토냐의 남편인 니드는 러시아에서 알리

야를 하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있

습니다. 토냐와 남편은 작년에 결혼하여 두 사람 모두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토

냐는 건강관리 분야에서 항상 일하고 싶어 했으며 이와 관련한 학위를 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건강관리에 대한 학위 공부를 시작했고 2018년 6월부터 2019년 

6월에 진행되는 학기를 마치면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작년에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나는 바람에 6주 동안 응급병동에서 특별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했고 토냐는 학업과 일을 잠시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아이의 

건강을 회복시키셨고 토냐는 다시 학업과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토냐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가운데 메시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 도움이 필

요합니다.

전달금액 NIS 13,500 ($ 3,750) 

직장 가운데 
메시아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이      름 : 토냐(가명)

출석교회 : 티프에렛 예슈아 

부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올

이      름 : 기올(가명)

출석교회 : 베잇 할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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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단체인 마오즈 이스라엘(Maoz Israel)에서 발생하는 월간지 마오즈리포트에서는 메시아닉 쥬 청년들이 재

정적인 어려움으로 학업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각자의 필요한 금액과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습

니다. 이 월간지는 히브리어는 물론 영어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마오즈 이스라엘에서 공개적으

로 소개한 청년들에게는 충분한 후원금이 전달되었을 거라고 판단하고 그 외에도 지원을 기다리고 있는 또 다른 청년들에 대한 사연과 

필요한 후원금액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전달받은 브래드 미니스트리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쥬들을 향해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자 하는 브래드TV 시청자들의 후원금을 이들에게 전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8월 27일 이스라엘로 송금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베실리

이      름 : 베실리(가명) 

출석교회 : ****

베실리는 독실한 신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내에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메시아닉 학생들을 가르치고 다양한 방법으로 메시아의 몸 된 교회를 돌보았습니다. 

몇 년 전 같은 믿는 자였던 남자와 결혼을 했고 그들 사이엔 현재 어린 자식이 한 명 있습

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은 남편이 예슈아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면서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강력하고 폭력적으로 베실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베실리와 아들에게 폭력

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베실리와 아들은 경찰의 도움으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위한 쉼

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베실리의 남편은 아들에게 예슈아에 대한 신앙을 가르친다면 

베실리를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베실리가 어느 교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혼이 진행 중이지만 매우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베실리는 아들의 양육권을 뺏

으려 하는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베실리는 양육권 소송을 

위해 변호사를 섭외할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달금액 NIS 18,000 ($ 5,000) 

실리와 밀라는 8년 전 우크라이나에서 알리야 하였습니다. 현재 그들에겐 4살 짜리 아이

가 있습니다. 현재 두 명 모두 일을 하며 이스라엘에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

니다. 이스라엘의 집값은 매우 비싼 편입니다. 감사하게도 국가에서 제공하는 저렴한 아파

트에 좋은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추첨에 당첨되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

용에 대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달금액 NIS 36,000 ($ 10,000) 

집을 마련하고 싶은
젊은 메시아닉 쥬 부부

이      름 : 실리와 밀라(가명)

출석교회 : 자카르척 

마오즈 이스라엘은 이 외에도 메시아닉 쥬 청년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메시아이신 예슈아를 증거하는 강하고 

능력을 갖추도록 계속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마오즈의 요청으로 비공개 처리 되었습니다.

13후원금 전달 소식



브래드리포트 OCTOBER. 2018   NO.6

테러로 인해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시민들을 돕는 메시아닉 공동체들

레바논과 시리아에 인접한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에는 

메시아닉 유대인인 다니엘 야하브 목사가 담임하는 프니엘 펠

로쉽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붕괴를 바라는 레바논의 

테러 단체, 헤즈볼라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와의 계속되는 

충돌로 인해, 북부 주민들은 항상 불안감을 안고 살고 있습니

다. 프니엘 펠로쉽은 미사일 폭격 등 위험한 순간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구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뤄진 이 구조팀은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재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에는 생명의 도

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하마스와의 분쟁으로 

인해 남부 주민들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불안 장애, 섭식 장애, 집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외상 후 스

트레스 장애가 나타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생명의 도시 공동체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특별한 팀을 만들었

습니다. 이 특별팀은 각 주민의 집을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며 생필품 등을 지원해주고 전문 상담가들을 통해 심리 치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프니엘 펠로쉽 공동체와 생명의 도시 공동체를 모든 공격과 재해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과 

담대함으로 주변 이웃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구조팀과 특별팀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력이 부족함 없이 항상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스라엘 북부와 남부 국경 지대의 주민들이 손을 내밀어주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보며,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
│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프니엘 펠로쉽 공동체
   생명의 도시 공동체
- 하티크바 프로젝트
- One For Israel
- 베잇 하예슈아
- 이스라엘의 복음 전도자, 라헬
- 메시아닉 상담소
- 베아드 하임

글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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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하티크바 프로젝트의 입양 사역 소식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 하티크바 프로젝트에서 입양 사역에 대

한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에이즈에 걸린 한 아이는 현재 할머니와 살고 있는

데, 하티크바 프로젝트에서 할머니에게 입양 가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

겠다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한 메시아닉 가정에서 두 아이를 입양

했습니다. 하지만 입양한 아이 중 남자아이는 뇌 검사를 받던 중 비정상적

인 활동이 발견되었고, 여자아이는 입양되기 전 생후 16일간 병원에서 홀로 

지냈던 것 때문인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 열 가정이 

입양 절차와 수양부모제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에이즈에 감염된 아이를 신체적이나 정서적으로 잘 돌봐줄 수 있는 가정이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메시아닉 가정에 입양된 남자아이의 건강과 여자아이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양 신청과 수양부모제도 신청이 이스라엘 법원에서 잘 통과되어, 아이들이 가정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미디어 영상을 통해 수많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One For Israel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 One For Israel은 이스라엘 성경 대학

을 세워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있고, 영상 제작과 라디오 방송 등 미디어를 

활용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지난 5년간 

100편이 넘는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영상은 히브리어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상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시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해왔고, 유대인이 가지고 있

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올해 One For Israel의 유튜브 

채널 조회 수가 천만을 넘었고, 영상을 본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 알

고 싶다며 매일 평균 다섯 통 이상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  사역 단체의 스태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풀어내는 좋은 영상을 계속 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One For Israel의 영상이 더 많이 공유되고, 유대인들이   

이 영상을 보고 참된 진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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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중독 재활원을 운영하는 

메시아닉 공동체, 베잇 하예슈아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메시아닉 재활원을 운영하는 메시아닉 공동체, 베

잇 하예슈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구원의 집이라

는 뜻을 가진 이 공동체는 2004년 이스라엘의 중

독자들을 돕겠다는 비전으로 시작해, 현재 14년 

동안 끊임없이 중독자들을 도우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운영하는 재활원의 재

활 성공률은 1%도 채 되지 않지만, 베잇 하예슈

아 공동체의 재활원은 60~70%의 재활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베잇 하예슈아 공동체가 전하는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지금까지 수많은 중독자들이 이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예수님을 섬기는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  현재 중독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섬기는 전직 중독자들이 그들의 간증을 담대히 전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공동체의 스태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중독자들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스태프들이 사역을 하며 영육 간에 지치지 않고 기쁨과 감사함이 넘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복음 전도자,

라헬이 보내온 전도 소식

얼마 전, 라헬은 한 메시아닉 친구의 부탁으로, 텔아

비브에서 유대인 여성 A씨를 만났습니다. 라헬의 친구

는 A씨와 25년 간 친구로 지냈지만, 우정을 잃게 될까 

봐 자신의 신앙을 밝히지 못했었고 라헬에게 A씨를 만

나 이야기를 나눠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라헬은 A씨

를 만나 자신이 메시아닉 유대인인 것을 밝히며 자연스

럽게 예수님을 전했는데요. 오랜 대화 끝에 결국 A씨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현재 라헬은 A

씨와 그녀를 소개해 준 친구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A씨의 변화를 보며 그녀를 소개해 준 메시아닉 친구도 자신의 신앙에 대해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헬은 몇 달 전

부터 성대 폴립에 걸렸고, 최근에는 다리 골절로 인해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A씨가 성경 공부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닫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라헬의 성대에 폴립이 사라지고 부러진 다리뼈가 속히 붙어서,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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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세워진

메시아닉 상담소

2014년, 예루살렘 중심가에 있던 한 포르노 가게가 소망의 닻이라는 메시아닉 

상담소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현재 포르노 중독, 우울증, 트라우

마, 가정 문제, 부부 관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좋은 상담가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해서, 3주간의 성경적 상담 훈련 코스를 진

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세워진 지 4년이 지난 지금, 총 650건 이상의 상담이 

이뤄졌고,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상담 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에는 소망의 닻 상담소 텔아비브 지부가 새롭게 열렸습니다.

기도제목

●   모든 상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사람들의 고민과 상처와  

아픔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특별히 상담을 통해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며 더욱 성장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소중한 어린 생명을 지키는 낙태 반대 사역 단체

베아드 하임

이스라엘에는 1988년에 세워진 낙태 반대 사역 단체, 베아드 하임이 있습니다. 

이곳의 사역자들은 모두 메시아닉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어린 생명을 보호

하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사역을 감당해왔습니다. 이렇게 베아드 하임이 

오랫동안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헌신과 열정은, 이스라엘 정부마저도 이들의 사

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최근 베아드 하임이 보내온 소식에 따르

면, 이스라엘의 브엘세바 시청에서 이들에게 아주 크고 좋은 물류 센터를 내어주었

다고 합니다. 베아드 하임에서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라며, 이스라엘의 복지부와 

시청에서 이 사역을 가치 있게 여겨 준 것에 대해 몹시 감사하다고 전했고, 이 물류 

센터를 잘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제목

●  베아드 하임이 이스라엘 정부와 계속 관계를 잘 맺고 더욱 긴밀히 협력함으로, 

이스라엘 전국에 생명의 가치를 전할 수 있는 문들이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물류 관리직이나 상담원 등 사역에 필요한 인력들이 곳곳에 채워지고   

섬기는 이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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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이스라엘에게 다가가는 한국의 크리스천

한반도의 중앙, 북한과 남한 사이에는 그 유명한 DMZ가 위치

하고 있다. 철조망 사이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긴장되어 있는 국

경 수비대. 이곳에서 남쪽으로 20마일 떨어진 일산이라는 곳에 가

면 큰 다윗의 별이 높이 걸려있는 새 건물을 볼 수 있다. 빛나는 다

윗의 별은 특히 저녁이 되면 모두의 눈에 띈다. 브래드TV의 창립

자인 김종철 감독은 이렇게 말한다. “저희 건물에 걸려있는 다윗

의 별의 하얀 빛은 매일 밤 북한과 남한을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

님께서 갈등과 긴장감이 감도는 한반도에 빛을 비추는 곳이 되라

고 이 건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브래드TV가 이사한 3층 규모의 

새 사옥은 100개의 좌석이 있는 극장과, 카페, 뉴스룸과 근무 공

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든 방송 제작을 총괄하는 김종철 감독을 

제외하고 9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일하고 있다.

한국에는 1,400만 명의 크리스천이 있으며 전 세계 12개의 가장 

큰 교회 중 11개가 이 나라에 위치해 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라고

도 알려져 있는 브래드TV는 한국에서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기독

교 선교단체 중의 하나이다. 

ARAB ISRAELI CONFLICT ISRAEL NEWS OPINION MIDDL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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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감독은 1994년 마사다에 관한 뮤지컬 대본을 쓰

기 위해 이스라엘을 처음 방문했다. 마사다는 고대의 요새

로 A.D. 73년 로마군과 이들에 저항한 유대인들 사이에 있

었던 피비린내 나는 항전지이다. 처음 이스라엘에 방문한 후

에도 그는 약 50번 이상 이스라엘 다시 찾아왔다. 김종철 

감독은 “이스라엘만의 독특함과 복잡성이 이스라엘로 계속 

돌아오도록 했으며 세계정세에 큰 역할을 하는 작지만 활

력 있는 이 나라에 대한 나의 관심은 끝이 없었다”라고 말

한다. 그는 또한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많

은 호기심을 가지고는 있지만 잘 알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

을 알게 되었다. 

그가 제작한 이스라엘을 주제로 한 영화가 성공을 거두고, 한

국의 메이저 3대 방송국에서 이스라엘 전문가로 활동한 후, 김종

철 감독은 한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알려주는 커리어를 시작

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그는 이스라엘 여행, 성지에 관한 크리스천

의 역사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다. 그중 ‘회

복’이라는 책은 김종철 감독의 영화를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이 영

화는 2010년 모나코 국제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그랑프리상

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2014년 브래드TV를 시작하는 기

동제가 되었고 현재 전 세계에서 3만~3만 5천 명의 시청

자가 매일 브래드TV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브래드

TV의 유튜브 채널은 브래드 미니스트리에서 제작되는 영

상 컨텐츠가 업로드되어 있다. 

다큐멘터리와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그의 강점이지만 

김종철 감독은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도 제작하고 있다. 그

는 “한국에 방송되는 대부분의 뉴스는 미국과 중동의 주요 

방송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반이스라엘 관점의 뉴스가 

많이 보도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

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브래드TV는 균형 잡힌 뉴스를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과 싸우기 위해 노력

하고 있고 이를 위해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다양

한 곳에서 길거리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시청자들에게 현

장감 있고 실제 현지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뉴스를 제공하

고 있다.

기사출처 : https://www.jpost.com

1932년 영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발행되기 시작한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의 메이저 신문사로 중동을 포함한 전 세계의 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DIASPORA GREEN ISRAEL INTERNATIONAL NEWS

SEPTEMBER 04 2018 ELUL, 25, 5778

예루살렘 포스트

19예루살렘 포스트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땅끝으로 전해지는 복음
예슈아의 유업은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메시아닉 공동

체 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우리 구세주 하나님의 다양한 면을 보여줍니

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과 방언, 백성 가운데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

라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한 새사람의 실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예수님의 재림과 첫째 부활, 그리

고 휴거에 대해 사람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고, 그때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믿

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은 온전한 성숙함에 이르도록 훈련시키고 있

습니다. 지난 5개월간 저희 교회에서는 4번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요즈음 저희 교회의 18세에서 30세 사이의 청년들이 이스라엘 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복음 캠프와 컨퍼런스에서 상담과 가이드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

에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갈등으로 인해 몇몇 복음 캠프는 이스라엘 밖에서 열리기도 합

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은 색다른 경험을 할 수가 있지요. 외부에서 열리는 이런 

캠프에는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의 크리스천들과 아랍 성도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

다. 캠프의 종류는 다양한데 유대인들에게 필수인 군대와 연관되어있는 캠프, 여름에 열

리는 어린이들을 위한 캠프, 거룩하고 잠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훈련시키는 리더

쉽 트레이닝 코스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교회는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해외로 공부하러 

떠나거나 단기 선교를 나가는 등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불안정한 변화의 시간을 겪을 것으

로 보입니다.

저희 공동체는 브엘세바의 오래된 역사도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슬람 오

토만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린 400년 동안 세운 유일한 도시입니다. 시당국은 이곳에 더 많

은 젊은 층의 인구와 학생들이 살도록 하기 위해 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하워드 & 랜디 배스
메시아닉 사역자

이스라엘 남부 도시, 브엘세바에는 이 도시에 처음으로 세워진 메시아닉 교회인 ‘예슈아의 

유업’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많은 정통 유대인으로부터 큰 공격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이곳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묵묵히 담당하고 있는 하워드와 랜디 배스 부부

의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순종하는 메시아닉 신자

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브엘세바에서 역사하고 계신지 하워드 목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 이 시기를  

잘 통과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2.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장한 청년들이  

브엘세바에 함께 머무르며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완성하기까지  

함께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현재 렌트해서 쓰고 있는 공간의  

수리와 필요한 공사를 위한 재정적  

필요가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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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는 많은 소규모의 유대교 회당과 큰 규모의 예쉬바(유대교 학교)가 있습

니다. 이 예쉬바가 특히 이 도시의 우리의 존재에 대해 큰 항의와 시위를 벌이

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는 이 도시에서 예슈아를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기에 저희가 모이는 이 공간은 매우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방문하고, 하나

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하시고 있는 일에 동참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이자 그분의 계획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계획안에는 더 많은 한국 사람들

(이방인)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지요(롬11:25~36).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희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지원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함께 나아

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God bless you!

희망을 전하며

하워드와 랜디 배스 드림

사진 1. 말씀을 전하는 하워드 배스 목사 

 2.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배식

 3. 유월절에 행해지는 세례식 

 4. 예슈아의 유업 교회의 예배 모습

2

3

4

1

후원방법

1. 직접 하워드 배스에게 후원금을 송금할 때

Bank account name : Howard and/or Randi Bass
Account No. : 11-517-911-01-638536
Bank : Israel Discount(11)
Branch : Lev Ha’ir(517)
Bank address : 8 Henrietta Szold St. 84894 Beer Sheva, Israel
Iban : IL44-0115-1700-0007-0899-462
SWIFT code : IDB-LILIT

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하워드 배스에게 직접 송금하실 때에는 한국 쪽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찾을 때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돈을 절약하기 

원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브래드TV가 대신 직접 찾아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메시아닉 후원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계좌번호  301-0237-1849-41

은행명 NH농협  /  예금주 브래드TV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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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3 

김 강 인 PD
브래드TV는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주 업로드하고 있습니

다.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

은 브래드TV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편집하는 김강인 PD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소화

하며 밤낮으로 여러분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소식을 전하기 위

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김강인 PD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  브래드TV의 시청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합니다

저는 대학교 졸업학기에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브래드TV

를 알게 되었고 2015년 11월 브래드TV에 입사하게 되었습

니다. 대학에서 방송 관련 학과를 전공하였기에 브래드TV

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업무 또한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브래드 브리핑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

한 기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2.  많은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으신데,   

가장 애착이 가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무래도 ‘브래드 브리핑’이 가장 애착이 가죠. 조회 수가 

제일 많이 나와서 일까요(웃음).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

드는 ‘텔아비브의 게이 페스티벌’인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면 성지가 있는 도시, 정말 은혜로운 곳으로만 알고 계신

데 실제로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곳이라는 사실에 저

도 제작하면서 매우 놀랐던 부분이고 시청자분들도 깜짝 

놀라셨나 봐요. 수많은 댓글과 높은 관심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브래드 브리핑을 제작하면서 브래드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간판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

우 자랑스럽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계셨거나 헷갈

리셨던 부분들을 정확히 성경 말씀에 따라 짚어주는 프로

그램이라서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3.  이스라엘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2015년 가을까지는 이스라엘의 ‘이’자도 관심이 없었습니

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스라엘은 그저 ‘예수님이 태어나

시고 사역하신 나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었지 굳이 찾아

볼 이유도, 관심을 가질 생각도 못 했었는데요. 김종철 감독

님이 저희 교회에 강의를 오셔서 한 번 듣게 됐는데, 이스라

엘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 대해 

조금씩 찾아보고 브래드TV에 입사하게 되어 더 이스라엘

에 풍덩하고 빠지게 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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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브래드TV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제작하여 소개하고 싶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하브루타(유대인의 전통적인 토론 교육 방법)의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싶어요. 짧게는 단편으로, 길게는 시리즈로 하면 좋겠

네요. 저희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직 하브루타에 대

해 다루는 프로그램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잘 만들어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더 이상 주입

식 교육에 빠져 ‘초중고-대학-취업’이 목적이 아닌 교육에 대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5.  브래드TV에서 일하면서 이스라엘을    

여러 번 다녀오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가요?

2016년 2월 말에 처음 이스라엘에 갔던 때가 생각납니다. 처음 

해외 촬영을 나간 거라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가

기 전날은 설렘에 밤을 꼬박 새우기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통곡의 벽을 보았는데 통곡의 벽이 영상으로 봤을 때

는 엄청나게 커 보였는데 눈으로 보니 살짝 작은 사이즈에 ‘에

게?’라고 생각했던 일이 특별히 기억에 남네요. 그때는 정신없이 

촬영하느라 설명을 많이 듣지도 못했고 잘 보지 못했음에도 불

구하고, 처음 이스라엘을 다녀왔다는 그 설렘에 가장 오래 기억

에 남고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6.  김강인 PD에게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사역하신 곳이기도 하지만 제

가 느끼기에 이스라엘은 ‘작지만 강한 나라’라고 생각돼요. 나

라를 잃고서도 끊어지지 않았던 그들의 전통과 건국 이후에는 

대한민국보다도 작고 살기 힘든 척박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

한 군사력과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을 본받아야 

하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는 그들의 

질문하고 대답하는 공부법과 이스라엘의 벤처사업, 과학 분야

의 발전 등 배울 점이 많은 나라죠. 한국도 이스라엘과 사이좋게 

지내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나라입니다.

7.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가장 보람을 느끼는 때는   

언제인가요?

많은 방면에서 보람을 느끼지만 가장 크게 생각 나는 것은 바로 

‘댓글!’ 역시 많은 댓글이 달릴 때가 그만큼 시청자분들이 관심

이 있고 많이 봐주신다는 증거이니까 영상에 댓글이 많이 달리

는 날이 ‘아 내가 하는 일이 의미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이 듭

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응원

해주실 때 가장 즐겁습니다. 

8.  어려움도 있을 텐데 고충이 있다면 나누어주세요.

현재 남자 스태프 수가 적어서 촬영이나 스튜디오 세팅 등을 하

기에 벅찬 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도 해야 하고 장비관리

나 촬영 등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빠듯한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서 빨리 다른 남자 직원이 들어와서 함께 일을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브래드TV에 더 많은 분들이 지원하시도록   

브래드TV를 소개해주세요.

한국 속의 작은 이스라엘, 브래드TV!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 말

씀이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젠 걱정 마세요. 브래드

TV에 입사하시면 항상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로다’ 했

던 성경이 3D로 보입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 서로를 위해주는 

따스한 공동체 생활 같은 브래드TV 선교회. ‘나도 이런 영상을 

제작해 보고 싶다. 나도 이스라엘 선교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입사 지원하셔서 이스라엘을 직접 

느껴보세요! 

10.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기도제목이 있으면 나누어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브래드 브리핑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를 제작하고 있는 김강인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로 열심

히 만들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더 열심히 해서 여러분

께 올바른 정보와 성경으로 보는 이스라엘의 현 상황, 그리고 이

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고충과 그들의 기도제목을 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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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기여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매주 이스라엘 회사가 새롭게 개발한 의료 기술

들이 의료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신장 투석 레이저

부터 근육이 마비된 사람을 다시 걷게 해주는 외골격 기술, 환자의 지

방 세포로부터 뼈를 자라게 하는 것 등 모두를 놀라게 한 성과들이

다. 이스라엘의 연구력은 일반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

에 맞서 싸우는 걸로 정평이 나있다. 이스라엘이 개발한 비방사선 무

선 센서는 수년간 많은 갓난아기들의 움직임과 호흡을 관찰함으로서 

세밀한 케어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이스라엘은 산모들이 집에서 스마

트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소형 초음파 기계도 개발했다. 이외에도 

WoundClot(상처 응고) 반창고와 같이 생명을 구하는 제품들은 부위

가 큰 상처를 압박하고 응고시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당신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분의 계획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을 인류에게 부어주고, 그의 창조물과 교제를 누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깊은 틈이 생긴 후 주님과의 교재는 불꽃처럼 짧은 순간 동안 이루어졌다 (에녹, 노아 등). 하지만 하나님

께선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창 12:3).” 그 이후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의(이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심)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선택하신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이스

라엘이 자기의 땅에 다시 정착한 이후, 이 축복은 이 땅 가운데 가장 많이 풀어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영역을 소개하고자 한다.

첨단 기술
이스라엘이 가장 많은 성취를 이룬 분야는 아마도 첨단 기술일 것이다. 반이스라엘 

활동을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하겠다는 불가능한 미션에 도전하는 것을 

비웃으며 이스라엘인들은 유행식으로 농담을 한다. 컴퓨터, 핸드폰 등 오늘날 흔한 

기기들과 상당량의 소프트웨어가 이스라엘 회사에 의해 발명되거나 현재 운영되

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발명품 중 여러분이 자주 쓰는 것

으로는 USB 드라이브와 차량 후방 카메라, 그리고 세계 최대 규모의 사용자 참여

형 내비게이션 웨이즈(Waze)가 있다. 최초의 문자 메시지 ICQ 소프트웨어는 90

년대 한 이스라엘인의 아이디어로 발명되었다. 70년대에는 IBM PC의 핵심 구성 

요소 역할을 한 8088칩을 만들어냈다. 인쇄기를 여러분의 책상 위에 있는 현대식 

사무용 프린터로 변혁시킨 것도 이스라엘인의 생각으로 가능해졌다. 우연이겠지만, 

892명의 노벨상 수상자 중 201명, 즉 22.5%가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

인들이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스라엘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영역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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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기여
유대인들이 연예계에 상당히 폭넓은 성공

을 하긴 했어도, 예배라는 영역에서만큼 세

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친 곳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 오늘날 예배 음악을 생각할 때 이스

라엘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실 우

리가 참되신 하나님 한 분을 예배하는 모든 

내용은 이스라엘로부터 유래한 것이다. 악

보가 만들어지기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편

을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부르고 

있다. 다양한 찬양들, 예컨대 기도 찬양, 회

개 찬양, 경배 찬양,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

사와 기쁨의 찬양들은 모세로부터 예레미

야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따른 

것이다. 가장 깊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욥

은 마음속으로 선포했다. “주신 이도 여호

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기서 유

대인들의 예배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껏 어떤 일이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되

든, 여호와를 송축해야 한다. 우리는 유대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이 정신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먹는 

음식을 축복하지 않는다. 음식을 만드신 분

을 송축한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전통적으

로 드리는 기도는 망자를 전혀 언급하지 않

는다. 오로지 생명을 지으신 분을 송축할 뿐

이다.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교회에 있어 영

적 계시의 자원이 되어 왔다. 성경의 대부분

은 유대인들이 기록한, 인류에게 주어진 귀

중한 선물이다. 예슈아를 통해 구속을 받아

들인 우리에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

는 권한이 있다. 그러나 그 권한도 유대인들

에 의해 미리 말해진바 되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특정 민족을 통해서만 

축복을 주신다는 것에 기분 나빠할 수도 있

다. 그러나 수돗물이라는 혜택을 누리기 위

해 수도꼭지로 향해야 하며, 전기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벽의 스위치를 찾아야 한

다고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지 않는다. 우

리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아브

라함의 후손들을 향한 그분의 갈망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되는 것임을 알고 있

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이스라엘이 받은 소

명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어떤 다른 축복들

을 놓치고 있을까? 

이스라엘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영역들

글  샤니 소르코람(예슈아 이스라엘 선교회)
홈페이지  www.yeshuaisrael.com

샤니 소르코람 퍼거슨은 마오즈 이스라엘의 대표 아리와 쉬라의 딸로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며, 예루살렘에 기반한 예슈아 
이스라엘 선교회의 공동 설립자다. 코비와 샤니 부부는 예루살렘 근교에서 다섯 자녀와 함께 살고 있다.

예술
“예술계의 유대인들”에 대해 조사를 해

본 적이 있다면, 다수의 유명한 유대인 배

우, 가수, 화가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유

대 민족이 창조적 유전자의 축복을 받긴 

했지만 유대 역사와 마찬가지로, 이 은사

를 가지고 항상 세상을 더 나은, 혹은 더 

거룩한 곳으로 만드는 데에 사용했다고 말

할 순 없다. 그러나 주신 것은 주신 것이

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거두어가

진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타

락한 상태에서도 세상에 흔적을 남긴 것이

다. <Take me out to the ball game>이나 

<Somewhere over the rainbow> 같은 불

멸의 노래들은 유대인들이 지은 것인데, 두 

번째 노래는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이라는 

소문이 있다. 어빙 벌린은 수많은 곡을 썼

는데, 그중에는 <God bless America>, 그리

고 <White Christmas> 같이 놀라울 정도

로 유명한 곡들이 있다. 그다음으로는 메시

아닉 유대인으로 알려진 밥 딜런이 있는데, 

그는 음악과 가사로 노벨상을 타기도 했다. 

사실 유대인 음악인들의 목록은 엄청나게 

길다. 몇 명만 대보자면 주디 갈랜드, 폴 사

이먼,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닐 다이아몬드, 

조지 거슈윈, 레오나드 번스타인이 있다. 레

니 크라비츠의 부드러운 보컬로부터 무신경

한 페르소나의 밴드 키스, 현대적 사운드의 

래퍼 드레이크에 이르기까지, 음악에 끼친 

유대인들의 영향력은 장르를 넘나든다. 전 

세계 유대인 인구에 비해 보면, 코미디언과 

연예인들의 숫자는 상상 이상이다. 복잡한 

영화 제작계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인디

아나 존스>에서부터 <쉰들러 리스트>에 이

르기까지 예능적이며, 또 생각을 자극하는 

영화들을 만들며 승승장구해 왔다. 

안전/보안
이스라엘은 자기방어(국방)가 필수적인 나

라이고, 그러다 보니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무기가 최우선 순위이다. 하마스의 로켓은 

발사된 순간으로부터 15초 이내에 이스라엘 

땅에 떨어진다. 아이언 돔은 하마스의 로켓

을 격추시키는데 90%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인들과 방문자들

은 국경에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때에도 일

상을 이어갈 수 있다. 아이언 돔은 박격포가 

발사된 지 수초 내에 이를 격추시킨다. 

25이스라엘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 영역들



2018.09.04 화/Tues

이스라엘, 시리아의 이란 기지 200여 번 공습

이스라엘은 지난 1년 반 동안 시리아 내의 이란 군기지를 향한 

200건 이상의 공습을 시행했으며 800개의 미사일과 박격포를 발

사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이란군이 시리아 곳곳에 정

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이웃 나라인 이라크에 미사일을 옮기는 것을 포함해 계속해서 중

동 지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증강하고 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공격은 레바논의 테러 단체, 헤즈볼라가 시리아에서 정밀 

미사일을 생산하는 것을 막아왔다. (JP)

Israel struck over 200 Iranian targets  
in Syria
The Israeli military revealed that it has carried out more than 
200 air-strikes against Iranian targets in Syria and fired over 
800 missiles and mortar shells over the past year and a half. 
Even as Israel has been working to prevent Iranian entrench-
ment in Syria, Iran has continued to build up military posi-
tions in the region, including transferring missiles into its 
neighbor Iraq. The numerous Israeli strikes have also deterred 
the terrorist group, Hezbollah, from producing precision mis-
siles in Syria. (JP)

9월의
이스라엘 &중동
주요소식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란의 대량 파괴 무기 생산과 이전을 막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Israel would continue to prevent Iran’s   
production and transfer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글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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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6 목/Thurs

파라과이, 예루살렘 대사 이전 취소

파라과이의 마리오 압도 베니테스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 지 몇 주 

만에 파라과이 정부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에서 텔아비브로 도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파라과이는 불과 몇 달 전에 미국과 

과테말라에 이어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세 번

째 나라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즉각 파라과이에 주재 이스라엘 대

사관의 폐쇄를 명령하여 보복했고 파라과이의 이번 조치가 "양국

의 관계를 어둡게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IH)

Paraguay reverses embassy   
move to Jerusalem 
On Wednesday, just weeks after new President Mario Abdo 
Benitez was sworn into office, Paraguay announced it move its 
embassy back to Tel Aviv from Jerusalem. Paraguay was the 
third country to relocate the embassy to Jerusalem after the 
US and Guatemala, just a few short months ago. Prime Min-
ister Netanyahu immediately ordered the closure of the Israeli 
embassy in Paraguay and commented that Paraguay’s move 
would “cloud bilateral relations.” (IH)

2018.09.07 금/Fri

압바스, 이스라엘과의 관계 단절 위협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PA)의 압바스 수반은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의 장기 휴전 협정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스라엘과 모든 관계를 단

절하겠고 위협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가자 지구에 대한 

협상을 중재해온 이집트와 유엔은 이번 압바스의 발언으로 가자 

협상보다는 팔레스타인 당국 간의 화해에 중점을 두기로 한 것으

로 보인다. 압바스의 파타당은 하마스와 10여 년 동안 분열을 이어

가고 있으며, 압바스 수반은 하마스가 가자 지구의 전체적인 통제

권을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에 넘겨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Abbas to cut ties with Israel    
if it signs truce with Hamas
Palestinian Authority (PA) President Abbas is threatening to 
cut all ties with Israel if it reaches a long-term truce agree-
ment with Hamas that bypasses the PA. This has forced Egypt 
and the UN, which has been brokering the Israel-Gaza deal, 
to place the reconciliation between the Palestinian factions 
before further Israel-Hamas negotiations. The Abbas’ Fatah 
party and Hamas have been divided for more than a decade 
and reconciliation attempts saw Abbas demand that Hamas re-
linquish complete control of Gaza to the PA. (TI)

    

이스라엘을 둘러싼 많은 상반되는 의견들 가운데서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지하고 축복하도록 기도합시다.

In the midst of conflicting opinions surrounding Israel, 
pray that the church would be able to biblically support 
and bless the nation and people of Israel.

    

예수님의 진리와 사랑이 없는 화합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한 새사람의 비전이 중동 사람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There is no true unity and agreement unless it is anchored 
in the truth and love of Jesus. Pray for the gospel of Jesus 
Christ to teach the people of this region the vision of 
God’s one new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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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1 화/Tues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 범죄 신고
팔레스타인 측은 국제 형사 재판소(ICC)에서 이스라엘을 전쟁 범

죄로 기소했다. 그들은 예루살렘 인근 칸알아흐마르 마을을 철거

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강제 이주, 인종 청소 및 민간 재산 파

괴와 같은 전쟁 범죄"라고 비난하며 ICC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스

라엘 측은 이 마을은 불법적으로 건축되었고 이곳의 주민들에게 

약 10㎞ 떨어진 곳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안했다고 말

했다. 미국은 팔레스타인이 ICC에 기소하기 하루 전 ICC를 “불합

리”하다고 선언했고, 평화 회담 참여를 거부한 이유로 워싱턴에 있

는 팔레스타인 지부를 폐쇄했다. (NYP)

Palestine files war crimes claim  
against Israel 
The Palestinians filed a war crimes claim at the Internation-
al Criminal Court(ICC) against Israel on Tuesday. They have 
asked the ICC to investigate Israel’s plans to raze a village, 
Khan al-Ahmar, near Jerusalem as “war crimes of forcible 
displacement, ethnic cleansing and the destruction of civilian 
property.” Meanwhile, Israel says that the village was illegally 
built and that it has offered to resettle its residents about 10km 
away. The day before the claim, the US declared the ICC “il-
legitimate” and closed the Palestinian mission in Washington 
DC for refusing to engage in peace talks. (NYP)

2018.09.15 토/Sat

미국, 팔레스타인에 향한 마지막 자금 지원 중단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마지막 지원 원천

인 ‘갈등 관리 및 완화 프로그램(Conflict Management and 

Mitigation Program)’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더는 하지 않겠

다고 발표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이미 승인되고 계

획된 모든 프로그램은 이번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국제 개발처(USAID)는 이스라엘 시민인 

아랍인과 유대인들만 참여하는 프로그램에는 계속 자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Ynet)

US to halt last funding to the Palestinians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it would end further 
funding to the Conflict Management and Mitigation Program, 
which is the US’s last aiding source to the Palestinians. All 
aid programs to the Palestinians which have already been 
approved and planned will not be affected. However,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aid that funding 
would still go to programs in which only Israeli Jews and 
Arab Israelis participate. (Ynet)

    

팔레스타인이 엄격한 정치적, 경제적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평화의 예수님을 만나도록 기도합시다.

As Palestine faces strict political and economic pressure, 
pray that many Palestinians would come to know Jesus, 
the Prince of Peace.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거짓된 위협이 일어서지 못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every unjust accusation and threat upon Israel 
would not 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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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6 일/Sun

미국계 이스라엘 시민, 테러 공격으로 사망
미국 태생의 유대인 정착민 아리 풀드(45)가 예루살렘 남쪽의 유

대인 정착촌에 있는 쇼핑몰에서 10대 팔레스타인 테러범에게 칼

에 찔려 사망했다. 이번 공격을 자행한 팔레스타인 청소년 칼릴 유

세프 자바린(17)은 무장한 주변 시민들에 의해 총상을 입은 채 경

찰에 체포됐다. 피해자 풀드는 주변 지인들 사이에서도 친 이스라

엘 옹호자로 잘 알려져 있었으며 11월에 미국 강의 투어를 예정하

고 있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풀드의 가정을 방문하여 조문했고 그

의 장례식에는 수백 명의 조문객이 참석했다. (REU)

American-Israeli killed in terror attack 
American born Jewish settler, Ari Fuld, 45, was fatally 
stabbed at a shopping mall in a Jewish settlement south of 
Jerusalem by a teenage Palestinian terrorist. The Palestinian 
boy who executed the attack, Khalil Youssef Jabarin, 17, was 
shot by and wounded by armed civilians and taken into cus-
tody. Fuld was well-known for being a pro-Israel advocate 
and even had a lecture tour in the US planned for November. 
Prime Minister Netanyahu paid a condolence visit to the vic-
tim’s family as hundreds of mourners attended Fuld’s funeral. 
(REU)

2018.09.17 월/Mon 

부당하게 누명을 쓴 이스라엘
지난주 금요일, 가자 지구 국경에서 일어난 주간 시위 도중 11세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사망했다. 가자 보건 당국은 이 소년이 이스라

엘 병사들의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많은 매체는 이

스라엘을 비난했다. 하지만 월요일, 팔레스타인 소년의 사망원인이 

총살이 아닌 머리 부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스라엘 대변인 측은 

당시 상황과 증언으로 보아 이 소년은 폭력 시위 중에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srael wrongfully blamed for Palestinian 
boy’s death
Last week, an 11-year old Palestinian boy was killed during 
the weekly Gaza border protests. Although multiple media 
sources blamed Israel for the boy’s death after the Gaza Health 
Ministry said the boy was shot by Israeli soldiers, it was re-
vealed on Monday that the boy had died of a head injury. An 
Israeli spokesman commented on Monday that indicators and 
testimonies show that the boy was killed from an injury ac-
quired from stones thrown (by Palestinians) during the violent 
riots. (REU)

    

너무 많은 죄와 폭력이 이스라엘을 둘러싼 문화와 갈등에 가득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와 용서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땅과  

그곳의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As there is so much sin and violence embedded in the cul-
ture and conflict surrounding Israel, pray that Jesus Christ 
would reveal Himself as truth and forgiveness and renew 
the land and people.

    

가장 힘들고 슬픈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리 풀드의 가족을 위로하시기를 

기도합시다. 

Pray that God would console the family of Ari Fuld in their 
time of gr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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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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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6천 명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일본의 영웅 

미사와 신고

9/12

마지막 때 세상을 지배하는
사이버 기술의 힘  

엘라드 오르티즈

9/5

목숨 걸고 팔레스타인인을 

전도하는 유대인 

데이빗 오르티즈 

9/19

죽음을 오가며 하나님을 만난 

이스라엘 군인들

에브게니 스타누케비치

8/29

-  6년째 가뭄에 바닥 드러낸 갈릴리 
바다…‘수위 하루에 1cm 줄어’  

-  미 행정부, 팔 원조 2억 달러 삭감…

‘가자지구 내 하마스가 원인’

-  트럼프 대통령 ‘이스라엘,   
미 대사관 옮겨준 대가 치러야’

9/12

-  이스라엘, 시리아 중서부 또 공습…

‘이란 병력 대상’

-  이스라엘군, 최근 18개월간 시리아 
202회 공습

-  이스라엘, 레바논 국경지역에   
대헤즈볼라 장벽 건설

9/5

-  한국 정부,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거절…‘북한 눈치 보기?’ 

-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이스라엘 
방문…‘양국 수교 후 처음’ 

-  이스라엘 공군, 시리아 수도 인근  
군수창고 공습…‘2명 사망’

9/19

-  이스라엘, 러시아군 입항하는 라타키
아 공습…시리아 대통령에 암살 경고

-  구쉬 에찌온서 흉기 공격 발생… 
하마스 ‘합당한 공격'

-  이스라엘 다마스쿠스 공습…이란,  
헤즈볼라 무기고 목표

9/5

-  메시아닉 상담소가 된   
포르노 가게의 놀라운 변화 

-  복음 전도자 라헬이 전하는   
전도 소식

-  히브리어 애니메이션으로 전하는  
예수님

9/19

-  복음을 훼손시키는 반선교단체의  
비방

-  초막절 맞이 메시아닉 집회

-  유대인 여성에게서 받은 전화 한 통

8/29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평화가 올 것인가?

9/12

마지막 때 주목해야 할 세 나라

8/29

My encounter with eternity

Jonathan Settel 

9/5

Praying over Israel 
on top of Mount Carmel 

David Silver

9/19

Cyber warfare in the end times 

Elad Ortiz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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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이스라엘로 보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
 

이성자 목사

9/12

단 23명의 메시아닉 유대인이   
3만 명이 되기까지 

에레즈 소레프 총장

9/5

예레미야로 보는 다음 세대 

조엘 골드버그

9/19

믿음과 기적으로 이뤄진   
현대 이스라엘의 역사  

알버트 벡슬러 목사

8/29

-  ‘알리야’ 계속되는 예언의 성취

-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 무덤에   
헌화한 영국 노동당 대표

-  이스라엘-하마스, 임시휴전 돌입

9/12

-  이라크 북부의 재건을 돕는   

‘콜롬비아 기사단’

-  하이테크 중심지인    
텔아비브의 중요성

-  미국 인기 엔터테이너   
케이티 리 기포트 인터뷰

9/5

-  존 볼튼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이스라엘 방문 

-  미국 지하드 전사 훈련캠프 

-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에 퍼진  

‘부르카’ 금지령 

9/19

–  파라과이 “대사관 예루살렘서   
텔아비브로 재이전”

–  미국, 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지원금 전면 중단

–  궁지에 몰린 이란

8/29

더는 침묵할 수 없다
피루즈 아비르

9/12

방안에 나타난 영광스러운 임재
제임스 투어

8/29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1편

9/12

마태복음 1장

9/5

전쟁의 트라우마 속에서 
하나님을 붙든 여군

아비가일

9/5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2편

9/19

마태복음 2장

9/19

감히 이방인이 성경에 대해   
나를 가르쳐?  

모티 바크닌

8/29

저와 함께 이스라엘 가시죠

9/12

이스라엘을 무시한 한국 정부

브래드TV 9월 프로그램 리스트

31브래드TV 9월 프로그램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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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 서양에서는 마차가 다닐 수 있도록

도로에 자갈을 깔고 아스팔트를 깔던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이름이 Brad였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던 길에 도로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

Brad ministries는 이스라엘을 몰랐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해 관심을 갖게 하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며

그곳을 향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도로를 넓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넓히는 사람들,

Brad Ministries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