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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떠나며

2010년,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핍박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을 개봉한 이

후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에 충격을 받았다는 분도 있었고 또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를 더 많

이 해야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놀라게 했던 반응은 절대로 

이스라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받는 유대인들은 

존재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 영화가 가짜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영

화는 절대로 상상하거나 추정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팩

트를 소개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원하는 분들을 이

스라엘로 데려가 진짜로 핍박받는 메시아닉 쥬들을 만나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간증과 함께 지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떠난 것이 바로 2013년부터 

시작한 ‘김종철 감독과 함께 떠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였습니다.

회복 순례를 통해 수천 년 전에 무너져 흩어진 돌무기만 보고 왔던 일반적인 성지순례가 아니라 진짜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돼가고 있는지를 눈

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참 많은 감동과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

에서 만난 메시아닉 쥬들의 손을 잡고 눈물 흘리며 함께 기도하고, 메시아닉 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이었습니다.

그 후로 함께 가고 싶다는 분이 점점 많아지고 또 저와 함께 이미 다녀오신 분들 중에 다시 가고 싶다는 

분도 많아지면서 새롭게 무화과 코스를 만들었고, 지금은 이스라엘에 가서 봉사를 하는 석류 코스까지 생겼

습니다.

이번 11월에는 올리브, 무화과, 석류 코스를 통해 모두 약 130여 명이 떠납니다. 저와 함께 떠나는 모든 

분들이 이번 회복 순례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꼭 만나고, 들어야 할 말씀을 듣고, 보아야 

할 것들을 꼭 보고, 깨달아야 할 것들을 반드시 깨닫고 돌아오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

랍니다.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동참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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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프리미엄 서비스, 브래드 아카데미 外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임윤아PD

성경으로 세상을 보는 브래드 브리핑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스데롯 주민들에게 휴식처가 되어 준 생명의 도시 공동체 外

이스라엘 & 중동 주요소식

팔레스타인 테러범, 유대인 동료 2명 살해 外

적그리스도의 사회주의 정부 

예언으로 본 세계

핵 우월성을 위한 강대국들의 조용한 경쟁 外

브래드TV 10월 프로그램 리스트 (1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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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차드 & 캐롤린 하이드가족사진

페스티벌에서 찬양을 부르는 부부

 골란고원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캐롤린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리차드 & 캐롤린 하이드
메시아닉 사역자

메시아의 사랑을 나눠요
우리가 추수의 주인이신 주님께 주님의 추수할 밭으로 보내달라고 기도드리자 하나님

께서는 누가복음 10장 2절의 기도에 약속을 주시며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히치하

이킹을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젊은 이스라엘 여성과 메시아에 대해 나누고, 한때 정통 

유대인이었지만 종교를 싫어하는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가 믿는 예

슈아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며칠 후 한 이스라엘 여자와 그녀의 미국인 남편이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이스라엘 내

무부가 미국인 남편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아 내무부와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크리스천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했을 때 그들 모

두 유대인이며 아직 예슈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

슈아에 대해 나누었고 저의 남편 리차드가 그들에게 금지된 이사야 53장 영상을 보여주

고 이에 대해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준 히브리-영

어 성경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책자, 그리고 저의 찬양 CD를 받아 갔습

니다. 

살아있는 돌을 경험하다
저희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이스라엘 투어 그룹들을 저희 집으로 초대해 저녁에 찬양과 

기도, 이스라엘 포크댄스를 추며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곤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와 

골란 고원, 요단 골짜기가 보이는 저희 집 옥상에서 저녁을 대접합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중보자들을 세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우리는 중국 베이징에서 온 그룹의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초청을 받았습니다. 

크리스천들과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룹이었죠. 거듭난 크리스천

인 그 그룹의 리더는 리차드와 저에게 유월절과 유월절이 어떻게 최후의 만찬과 연관이 되

는지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며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리차

드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설명했고,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깊이 만지셔서 그 그룹의 

절반이 예슈아를 영접하였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프로젝트
현재 저희는 새로운 아웃리치 영상과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찬양들을 히브리어로 녹음

하고 있으며 리차드와 두 명의 이스라엘 친구들이 공동 프로듀서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s://heartofg-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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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이웃들
저희는 예멘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마을에서 삽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1948년에 세워지고 난 후 예멘에서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웃인 이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통 

유대인이지요. 우리가 메시아닉 유대인임을 알지만 이들은 저희를 호의로 대합니다. 얼마 전 저희 이웃 중 한 명이 

신약을 읽기 시작했다고 말해주더군요. 다른 이웃은 저희 집에 새로운 친구를 데리고 왔고 함께 예슈아에 대해 이

야기하며 멋진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 교회에게 전하는 메시지
한국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의 몸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 기도, 지원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

니다. 몇 년 전 저는 아코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에서 예배를 이끌었는데, 때때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한

국의 크리스천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는 그분들의 열정과 열심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

다. 시온에서 예슈아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토다라바! 감사합니다!

리차드와 캐롤린 하이드 드림

기도제목

1.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는 저희가 ‘예슈아가 주님’이시라는 최고의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메시아를 전하고 있는 저희의 두 아들과 그들의 부인을 위한 기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메시아를 전한다는 이유로 시민권 취득에 관한 어려움을 포함하여 많은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예슈아를 믿지 않는 탕자와 같은 저희의 세 딸들과 그들의 가정입

니다. 이 세 딸들은 세속주의, 정통, 뉴에이지 사상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

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슈아를 알아야 합니다!

2.  또한 이스라엘을 파괴하려는 급진적인 무슬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IDF 군인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이웃의 아들인 마이클이 가자 지구에서 복무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마이클과 그의 부대원들을 위해 시편 91편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방법

1. 직접 캐롤린 하이드에게 후원금을 송금할 때

Bank account name : Heart of God Ministries (Richard and Carolyn Hyde)
Account No. : 785301958
Bank address : JP Morgan Chase 270 Park Ave. New York, New York 10017
Routing : 111000614
SWIFT code : CHASUS33

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캐롤린 하이드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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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금 하실 때 캐롤린 하이드로 입금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301-0237-1849-41  은행명 NH농협  /  예금주 브래드TV선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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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브래드 프리미엄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브래드TV에서는 이스라엘에 관한 다양한 상품을 판

매하는 브래드스토어를 통해 유익한 DVD를 판매해 왔습니

다. 그 중에는 성경에 기초하여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며 

사역을 하시는 어빈 백스터 목사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

해’ 14편 DVD와 브래드 필름에서 제작한 영화와 영화 자료 

등 다양한 상품들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DVD의 수요가 줄

어들며 가정에서 DVD를 재생할 수 없다는 문의가 많았습니

다. 이에 이 모든 유익한 자료들을 인터넷에서 유료로 다운받

아 컴퓨터나 핸드폰만으로도 쉽게 시청하실 수 있는 브래드 

프리미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브래드TV홈페이지

(www.bradtv.co.kr)에 접속하셔서 상단 ‘프리미엄’에 들어

가시면 시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앞

으로도 유익한 많은 영상들이 업데이트될 예정이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문의 031-926-2722

브래드 아카데미 1기모집

그동안 브래드미니스트리에서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영상

과 도서, 컨퍼런스를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 중요성

과 의미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화, 역사에 대해 전달해 

드려왔었습니다. 새 사옥으로 이전을 한 후 미디어를 통

해서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마주하며 이스라

엘에 대한 모든 면면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계

획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19년 1월 8일부터 2월 

19일까지 총 6주간 브래드아카데미 1기를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영화로 보는 이스라엘의 역사, 노래로 배우는 히

브리어, 여호와의 절기, 유대인 댄스 등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집약적으로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알찬 수업들로 준비했으며, 이스라엘에 대한 강의인 만큼 이스라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강사 네 분을 초청하였습니다. 이스라

엘 선교 전문 방송 브래드TV가 자신 있게 준비하고 소개해드리는 브래드 아카데미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스케줄은 p31~3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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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이쉬 에이전시(Jewish Agency) 
브래드 미니스트리 방문

1929년도에 세워졌으며 이스라엘 국가의 모체라고 할 수 있는 쥬

이쉬 에이전시의 친선대사 드보라 가나니가 10월 23일 브래드 

미니스트리를 방문하였습니다. 전 세계 유대인 자치기관인 쥬이

쉬 에이전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전 세계 흩어져있는 유대인

들을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하는 ‘알리야’입니다. 이날 방문한 

드보라 친선대사는 브래드쇼를 녹화하며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흩어져 있으며, 알리야 과정과 현재 알리야 현황 등 한국 

크리스천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많은 정보들을 나누어 주었습니

다. 또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알리야에 대한 브래드 미니스트리

의 사역에 감사하며 감사증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쥬이쉬 에이전

시와의 인터뷰 방송을 통해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알리야에 관심

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가는데 손을 모아주시길 기도

합니다. 

아시아 대륙 최동쪽에서 만난 유대인들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김종철 감독과 브래드TV 스태프

는 러시아의 극동지역인 사할린과 캄차카에서 이스라엘의 쥬위

시 에이전시가 주최하는 알리야를 위한 설명회를 참관하고 취재

하기 위해 다녀왔습니다. 캄차카반도는 아시아 대륙의 최동쪽 지

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1만 ㎞ 이상 떨

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천여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며 그들 역시 상황만 허락된다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

고 싶다는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놀라울 뿐입니다. 그들이 언

제, 어떤 경로로 캄차카반도까지 오게 되었으며 머나먼 지역에서 

어떻게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취재하고 돌아왔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을 필요한 곳에서 만나 필

요한 이야기들을 듣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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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윤 아 PD

1.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래드TV의 막내 임윤아라고 합니다. 2016년 5월쯤에 브래드TV에 

들어왔고 이제 들어온 지 만 2년이 넘어갑니다. 분명 들어왔을 때는 20대 초반이었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20대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걸 보니, 얼떨떨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브래드TV를 섬기면서 제 청춘을 가치 있게 보내는 것 같아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

이 듭니다.

2.  브래드TV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나요?

저는 김종철 감독님이 전 세계의 여러 사역자와 대담을 나누는 프로그램인 ‘브래드쇼’ 

편집과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공동체와 유대인들의 소식과 기도 제목을 전하는 프로

그램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의 원고를 맡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사 초반에는 

‘이스라엘 온 유튜브’의 번역과 몇몇 단기성 프로그램들의 편집을 맡았습니다.

3.  김종철 감독과 함께 브래드TV에서 함께 일하게 된 계기가 궁금하네요. 

어머니는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기도 선교사이신데 

거의 매년 이스라엘과 주변 중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 땅과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이’자도 모르던 저로서는 이런 어

머니의 모습이 잘 이해되지 않았고 어쩔 땐 그런 모습이 부담스러울 때

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신앙의 롤모델이신 어머니이시기에, 그런 어머

니가 이스라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에는 분명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고, 그렇다면 그 이유를 저도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

다. 그러다 어느 날 진로를 앞두고 기도를 하던 중 노동을 제공하면 

무료로 숙식을 책임져주는 키부츠에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행

에 앞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기도원에 들어가 난생처음 

7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던 중, 어머니가 브래드TV의 채용 공고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이스

라엘과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다

는 마음이 들어서 브래드TV에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곧 면접 연

락을 받았습니다. 금식이 끝나고 보식 1일 차가 되던 날, 아침 일

찍 기도원을 나와 일산의 브래드TV 사무실에 도착했고, 김종철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눈 지 2~30분 안에 내일부터 나오라는 합

격 통보를 들었습니다. 이후에 브래드TV의 사무실에서 어색하게 

브래드TV의 프로그램을 보던 거나 보식때문에 죽을 먹어야 해서 

브래드TV의 간판 프로그램인 브래드 쇼와 많은 분들에게 유대인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주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를 보며 은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이 중요한 프로그램을 맞고 있는 브래드TV의 막내PD 임윤아PD를 소개해드립니다. 브래드TV에 들어와 

영상편집을 처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빈틈없는 편집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임윤아PD의 스토리를 들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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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뵙는 사무실 식구들과 함께 근처 본죽에서 조용히 점심을 

먹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저는 브래드TV에 들어온 것

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지금도 참 신

기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  브래드TV를 통해 깨닫게 된 것도 많을 것 같아요

모태신앙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눈에 수건이 드리워진 것처럼 ‘이스라엘’이란 

존재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하

지만 더욱 신기한 것은 브래드TV에서 여러 말씀과 정보를 접하

게 되면서 수건이 걷히듯 흐릿했던 이스라엘의 존재감이 점점 선

명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시대부터 현대까지 이어

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

자이신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이전에

도 지금도 굳건한 것을 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 더욱 신뢰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둘러싼 이해할 

수 없는 열방의 정세를 느끼게 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적으로 실존하며 성경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

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 많이 안다고 말

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알아가면서 제 신앙이 성숙해져 가는 걸 느끼

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붙드시는 나라와 민족인 것을 알게 되

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스라엘은 ‘좀 더 알아가 보고 싶은 곳’, 그

리고 ‘나도 한번 사랑해보고 싶은 곳’이 된 것 같습니다.

5.  ‘브래드 쇼’ 편집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의 대본을 쓰면서

    매주 다양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소식을 접하며 느끼는 바는 무엇인가요?

미디어에서, 거리에서, 택시에서, 서점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소

식,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소식, 정통 유대

인들이 찾아와 시위하고 공격했다는 소식 등 때로는 기쁘기도 하

지만 또한 슬프기도 답답하기도 한 소식들이 이스라엘 전역의 많

은 메시아닉 공동체와 유대인들을 통해 전해집니다. 하지만 어떠

한 소식이든지 그 끝에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을 찬송하는 그들의 마음이 적혀 있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읽을 

때면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자의 모습이 그려지

죠. 최근 많은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

라엘 사회가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무지하거나 

적대하는 편이 상당수였지만, 지금은 예수님과 복음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여전히 정통파 유대

인들의 박해가 이어지고 있지만요.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변화되

고 있는 것은 언제나 주님을 신뢰해 온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기도

와 사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닉 유대

인들을 위한 기도 원고를 쓸 때면, 어떻게 하면 더 잘 쓰고 더 잘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릴 때가 있습니다. 시청

자들이 이들의 간증을 듣고 은혜받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무

엇보다 이 방송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의 기도가 모여 메시아닉 유

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변화와 회복에 힘이 되어주고 싶기 때문

입니다.

6.  브래드TV에 대한 비전을 나누어 주세요.

스태프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청자로서 봤을 때, 브래드TV

만큼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가장 잘 알려주는 곳은 없는 것 같습

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조금 알고 있는 사람

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누구나 이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영상들

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영상을 제작

하고 있고, 영상 제작 외에도 많은 사역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있

습니다. 일을 하며 놀라웠던 것은 이 수많은 일을 얼마되지 않은 

인원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유튜브 조회 수와 구

독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지난 4년간 적은 인원으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지 

않나’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지금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 

중인데요, 주님이 감독님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신 건지 종종 

감독님이 이야기하시는 꿈과 계획들을 들어보면 ‘어디서 저런 아

이디어가 계속 나오는 걸까’,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지겠다’는 생

각이 듭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브래드 아카데미도 그 중 하나구

요. 점점 규모와 사역이 더 커가는만큼 각 영역에 필요한 일꾼들

이 많이 필요하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출판, 편집, 촬영 등 저희 

브래드TV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와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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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까?

브래드브리핑

지난 9월 19일 유엔 주재 이란 대표부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스라엘의 핵 프로그램을 문제 삼고 국

제 원자력기구 IAEA가 사찰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이 서한에서 유엔은 이스라엘이 핵확산금지조약 NPT에 가입하도록 강제해

야 하고 이에 따라 IAEA의 핵 사찰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NPT 핵확산금지조약 국가 멤버로서 

핵을 보유한 나라로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비회원국가이지만 핵을 보유한 나라로는 인도와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란은 이런 주장을 펼쳤을까요? 이스라엘은 정말 이란의 주장대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브래드 브리핑에선 이스라엘의 핵무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종철

먼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은 매우 반길만한 일이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북한과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갈등

과 대결, 끝이 없는 평행선 같은 관계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특히 북한은 2018년 이전까지 6차례의 핵

실험과 여러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이어가며 한반도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또 지난 6월 

12일 북한의 김정은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을 가지면서 전 세계가 눈을 부

릅뜨고 과연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갈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스

라엘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북한은 이미 

6차례 핵실험을 해 왔고 또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을 성공시키며 한국은 물론 멀리 미국의 

동부까지도 그 사정권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이 실험을 하면서 얻게 된 각종 핵관련 기술들과 

미사일 발사 기술들은 고스란히 이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란과 북한은 군사적 동

맹관계니까요.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가?

당사국인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그렇다고 부정하지

도 않은 모호한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전략적인 입장 태도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인도, 

파키스탄 북한과 함께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원자력기

구(IAEA)의 핵 사찰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예외적 입장은 후견자인 미국의 비호로 잘 

유지돼 왔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분명히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모르데차이 바누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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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핵에 대해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

는 이유는 바로 모르데차이 바누누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1954년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모르데차이 바누누

는 아홉 살 때 부모를 따라 이스라엘로 이주한 뒤 이스라엘 군 복

무를 마칠 당시 디모나에서 근무하면서 핵시설을 몰래카메라로 촬

영한 핵무기와 관련된 비밀 정보들을 잔뜩 끌어안은 채 그곳을 나

왔습니다. 그리고 호주로 건너가 그곳에서 만난 더 타임즈 호주 특

파원 피터 후남에게 이 자료를 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1986년 

10월 5일 영국 런던에서 발행하는 더 타임즈의 일요판 선데이 타

임즈지 1면 머리기사로 ‘이스라엘 핵무기의 비밀’이라는 충격적인 

특종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선데이 타임즈는 상세한 기사와 함께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의 디모나 핵 시설을 촬영한 사진 57장

과 정보 제공자의 인터뷰 기사도 함께 실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핵

무기를 생산, 보유함은 물론 핵무기 발사, 투하 수단을 갖추고 있

으며, 디모나의 지하 공장에 설치된 플루토늄 분리 시설에서 해마

다 40㎏ 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또 사

진을 면밀히 분석한 영국 핵무기 전문가들의 증언을 인용해 이스라

엘이 보유한 핵무기가 최대 400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하게 되었

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소문만 무성할 뿐 그 실체와 증거를 전혀 확

인하지 못한 채 베일에만 가려져 있었던 이스라엘 핵무기가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고 기사와 사진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모르

차데이 바누누 ‘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핵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언제부터 핵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을

까요?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이자 초대 총리였던 데이비드 벤구

리온과 이스라엘 건국 지도자들은 핵무기 개발에 깊은 관심을 보

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저질렀

던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유례없는 참극을 경험한 그들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궁극적 억제력’, 즉 핵무기

를 보유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던 것이죠. 민족과 나라를 지키기 위

해선 감히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건국 당시 군사력도 미미했었

지만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랍 국가들이었습니

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북쪽으로는 시리아와 레바논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요르단과 이란, 이라크. 왼쪽으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지중해 앞바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가 있습니다. 이 주

변 국가들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의 건국을 반대했으며 어떻게 해서

든지 이스라엘의 건국을 취소시키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

내고 싶어 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변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을 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소

개하는 주변 아랍 국가들의 군사력은 조사한 시점이 서로 다릅니

다. 먼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시리아부터 보겠습니다. 시리아

는 4,156대의 탱크와 582개의 로켓포대가 있습니다. 그다음 이스

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요르단의 군사력은 미국에서 제작된 F16 

60여 대와 F5 타이거 2대 등 전투기만 650여 대를 보유하고 있

습니다. 공격용 헬리콥터 코브라 40여 대까지 합치면 공군 화력은 

막강한 수준입니다. 요르단 옆에 있는 이란은 정규군만 65만 명에

다 예비군까지 합치면 93만 4천 명 정도, 육군 14사단에 탱크가 

1,650대, 1,400대의 항공기와 헬기, 398척의 군함을 보유하고 있

으며 33대의 잠수함을 비롯해 최근 몇 년 동안 강력한 탄도 장거

리 미사일 샤하브를 탑재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현재 군 병력 수

로는 세계 8위에 달합니다. 이라크는 현재 정규군만 45만 명이라

고 합니다. 예전에는 중동에서 가장 현대화를 갖춘 군대로 알려져 

왔지만 걸프전 당시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진 이후 정규군의 숫

자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 45만 명이라는 것이죠. 이라크의 군사

력이 걸프전 당시에 비해 크게 약화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준은 아닙니다. 우선 고도로 훈련된 공화국 수비대 8만 명이 건

재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라크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경우 협동

작전이 이뤄진다면 병력 수로는 세계 9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문

제는 역시 생화학 무기입니다. 사린가스와 탄저균 등을 스커드 미

사일 탄두에 실어 쏠 경우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현

재 이라크가 스커드 미사일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는 

없는데 다만 전문가들은 최소 20개에서 많게는 80개일 것으로 추

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이집트의 군사력은 또 

어떨까요? 2011년 기준으로 상비군은 46만 8천 명 정도 예비군 

모르데차이 바누누와 이스라엘 핵 시설기사가 실린 신문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 학살이라는

유례없는 참극을 경험한 그들은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궁극적 억제력’, 
즉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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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만 9천 명 정도에다 전차가 약 4,400대, 장갑차 8,700대, 자주

포 965대, 전투기 447대, 잠수함도 4척에서 8척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에 맞서고 있는 이스라엘의 군사력도 무시할 수 없죠. 이

번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정규군 숫자는 

17만 6천 5백 명에 예비군은 44만 5천 명이라고 합니다. 전투기

는 243대, 훈련기 219대, 헬리콥터 143대, 탱크 2,620대, 장갑차 

1만 185대, 잠수함 6척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런 군사력만으로도 주변 아랍 국가 한 나라,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동 아랍 국가들의 특성

상 절대로 아랍 국가 한 나라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나라가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면 상황은 또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프랑스의 비밀스러운 만남

거기에다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1956년 7월 영국과 프랑스가 건설했던 이집트의 홍

해의 수에즈 운하를 쿠데타로 집권한 이집트의 나세르 정권이 앞

으로 수에즈 운하를 이집트가 직접 관리하며 수에즈 운하의 통행

을 통제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는 이스라엘

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이집트를 공격하면 그

것을 명분 삼아 영국과 프랑스가 함께 전쟁에 동참하겠다고 제안

을 한 것이죠. 그리고 1956년 10월 29일 드디어 이스라엘이 이집

트를 공격하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바로 ‘2차 중동전쟁’

입니다. 약속대로 영국과 프랑스는 곧이어 이 전쟁에 동참했습니

다. 그런데 그 당시 소련이 이 전쟁에 끼어들면서 영국과 프랑스, 이

스라엘이 공격을 당장 멈추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고 엄포를 놓습니다. 결국 처음엔 기세등등하게 수에즈 운하를 이

집트로부터 빼앗아야 한다고 부르짖던 영국과 프랑스는 이 전쟁에

서 슬그머니 빠지게 되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어땠을까요? ‘결국 

우리가 핵무기 앞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더

욱더 핵무기로 무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2차 중동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은 프랑스와 만났습니다. 이스

라엘이 프랑스의 제안에 따라 전쟁을 시작하고 함께 싸워준 것도 

있으니 이제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도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

술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었죠. 물론 이스라엘은 이전부터 이스라

엘 원자에너지 위원회를 설립한 뒤에 이듬해 네게브 사막에서 발

견한 우라늄 광석에서 우라늄을 추출하고, 원자로의 감속재로 쓰

이는 중수를 생산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본 물질을 모두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의 이런 요청에 따라 1956년 10월 말 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이스

라엘의 남쪽 지역인 디모나에 핵 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비밀 협정

을 체결하면서 원자로 건설에 착수했고, 프랑스가 설계와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디모나에 건설 중인 핵시설을 철

저하게 숨기고 그곳을 직물공장, 농기계 생산공장 등으로 위장했다

고 합니다. 하지만 1958년 미국의 첩보 정찰기 U-2기가 항공 사

진 촬영으로 디모나의 시설물들이 분명히 핵 시설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를 강력히 부인했죠. 그뿐만 아니라 

1960년대 미국 핵 사찰단은 디모나를 여러 차례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찰단이 오기 전에 이곳의 시설을 

대충 엉성하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위장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로 

구성된 미국의 사찰단도 이렇게 엉성한 시설에선 도무지 핵을 만들

어낼 수 없을 거라고 판단하며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럼

에도 미국의 핵무기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의 핵무기 개발을 기정사

실로 받아들였습니다. 196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 보고서

는 이스라엘이 이미 상당수의 핵무기를 생산, 비축해 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보유한 핵무기는 얼마나 될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요? 미국 

워싱턴 DC 소재 과학·국제안보연구소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소장

은 디모나에서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 양이 650㎏에 달할 것으

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단순 계산하면 이스라엘이 생산한 핵

무기는 최대 300개입니다. 그러나 올브라이트는 1960, 70년대 생

산한 핵무기들 중 상당수가 폐기 또는 신형으로 교체됐을 것으로 

보고, 현재 보유한 숫자는 150개 정도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

다. 그런가 하면 미국과학자연합회(FAS)가 2000년 8월 발표한 보

고서는 이스라엘의 연간 플루토늄 생산량을 20㎏으로 추정하고, 

최대 200개를 보유한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말 일본에서 발

표된 한 자료는 이스라엘은 1967년 핵무기 15개를 보유한 것을 시작

으로 76년 20개, 80년 200개 그리고 97년 이래 400개 이상의 핵

1968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한 보고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상당수의 핵무기를

생산, 비축해 놓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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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숫자가 맞는다면 이스라엘

은 미국,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의 핵무기 보유국인 셈입니다.

다시 이란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란도 핵을 개발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은 모두가 아는 것이죠. 이란의 입장은 이

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가 이미 알고 확신하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란과 상극인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뭐라

고 합니까? ‘이란이 핵을 개발해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우리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Doomsday weapon    

그렇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해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핵은 누

군가를 향해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들을 방어하

기 위한 전쟁을 억지시키는 용도, 최후 심판의 날 무기 ‘Doomsday 

weapon’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면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이 파멸당할 위험을 무릅쓰고 감히 이스라엘을 공

격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핵무기는 상대방을 

위협하는 무기일 뿐 실제로 사용하는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핵무기를 만들 경우 그것을 반드시 미국과 이스라엘

을 향해 사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이 차이죠.

3차 세계 대전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고 했던 이 

지구에 물론 애당초 핵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참 좋았겠죠. 하지

만 불행하게도 지금 전 세계에는 엄청난 양의 핵무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16일자 미국 CNBC 방송에 따르

면 현재 전 세계에는 핵무기가 미국 6,550개 러시아가 6,800개를 

갖고 있는 것을 포함해서 모두 14,500개의 핵무기가 존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20세기 전에는 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전쟁이 

없었지만 1914년 1차 세계대전으로 약 8백 2십만 명 정도가 사망

했으며 20년 뒤에 벌어진 2차 세계대전으로는 약 5천 2백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젠 핵무기 한두 개만 사용된다 하더라도 

인류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수 

밖에 없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UN으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언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에 달하는 22억 명의 목

숨을 앗아갈 것이며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사상자의 42배에 달하

는 숫자입니다. 

실제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연례 질의시간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3차 세계대전에 어떤 무기가 사용될지 모르지만 4차 세

계대전은 막대기와 바위로 싸워야 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은 문

명의 종말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9장 13~15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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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이렇게 다가오는 큰 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것

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을 알 수 없지만 이러한 전쟁이 벌

어진 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 전쟁

이 유프라데강 즉 유프라테스강 주변에서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강은 그 길이가 2,700㎞ 이상 되는 아주 긴 

강입니다. 그 긴 강이 터키에서 시작해 시리아, 이라크를 지나 이란

과 이라크의 경계로 흘러 페르시아 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터키

와 시리아, 이란, 이라크… 이 네 개의 나라 모두 지금 이스라엘과 

분위기가 심상치 않죠. 특히 이란… 그래서 우리는 이란의 핵무기 

무장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미국 엔타임 미니스

트리의 어빈 백스터 목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

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

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

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며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

가야 할 것입니다. 
핵 보유국과 전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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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한 한 유대인 여성

이스라엘에는 바이블스 포 이스라엘이라는 사역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속 메시아에 대한 예

언들을 가르쳐주고, 이 예언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과 메시아

닉 유대인들의 해석을 알려주며 무엇이 올바른 해석인지를 보

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질문에 답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

곳에서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텔아비브에 거주하는 유대인 

여성 M씨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고 27살 

때까지 종교적인 생활을 해왔습니다. 유대교에 따르면, 메시

아는 먼 훗날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

시아라고 믿는 당신의 신앙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바이블스 포 이스라엘은 이 유대인 여성 M씨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제목

●  이 단체의 스탭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M씨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랍비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메시아에 대한 왜곡된 생각들이 이 단체의 가르침을 통해 깨어지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참된 진리가 많은 사람에게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
│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바이블스 포 이스라엘
- 하스데이 예슈야 공동체
- 하스데이 예슈야 베두인 사역
- 칼미야
- 생명의 도시 공동체
- 새벽별 펠로십
-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

글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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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예수님을 만난 아라드의 정통 유대인 여성

최근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의 성도를 통해 한 유대인 여성이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합니다. 공동체의 성도인 길라는 어느 날 거리의 벤치에 앉아 있

었습니다. 그때 에스더라는 한 정통 유대인 여성이 왠지 모르게 이끌려 왔다

며 길라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길라는 주님께서 에스더를 보내셨다고 느

꼈고 그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이 하나

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지금껏 애써왔지만 항상 부족함을 느껴왔다고 고

백했고, 길라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해 자정이 넘을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

습니다. 그리고 결국 길라를 통해 에스더는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길라는 에스더와 계속 

교제를 나누며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로 인도할 예정입니다.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는 아라드에 영적인 갈급함이 부어지기를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되길 소망한다고 전하며 에스더와 아라드의 영적 각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제목

●  에스더가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예배와 말씀을 통해 공허했던 마음이 예수님으로 온전히 채워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공동체의 오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셔서, 아라드에 있는 수많은 정통 유대인들과 일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이 

부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아라드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성장하고 있는 하스데이 예슈아의 베두인 사역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는 현재, 아라드의 네게브 사막에 거주하는 베두

인들에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매달 격주로 베두인 여성 모임을 운

영하며, 베두인 여성들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스데

이 예슈아 공동체에서 베두인들을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합

니다. 기존에 사역을 해오던 베두인 마을이 아닌 아라드 남부에 있는 새로운 

베두인 마을에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베두인 마을에 안과 의사 

한 명을 포함한 17명의 스탭들로 이루어진 팀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악기

와 함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전해주었고, 시력 검사를 해주며 무료로 안

경을 나눠주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아웃리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후, 

이 마을의 지도자들은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에 꼭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

청했습니다.

기도제목

●  베두인 사역을 맡은 스탭들을 영육 간에 항상 보호해주시고, 이들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함으로 많은 베두인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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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선교단체의 공격을 받는 메시아닉 사역 단체, 칼미야

이스라엘 남부 아쉬켈론에는 메시아닉 사역 단체, 칼미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 포도원이라는 뜻을 가진 칼미야 사역 단체는 1996년 유대인과 무슬림들에

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최근 칼미야 사역 단체가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있는 한 반선교단체가 이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칼미야 사역 단체의 스탭 A씨에게 메시아닉 유대인에 관해 관심을 갖는 척하

며 반선교단체의 일원 B씨가 접근했습니다. 메신저 앱을 통해 A씨와 연락을 하

던 B씨는 이스라엘 내무부의 관계자들을 통해 불법적으로 A의 집주소를 찾아

냈습니다. 그리고 반선교단체는 A씨의 집주인 자녀들이 다니는 정통 유대인 학

교에 찾아가, A씨에 대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A씨는 반선교단체가 퍼뜨리는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거짓 소문이 메시아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기도제목

●  A씨와 칼미야 사역 단체에 대한 모든 거짓 소문이 사라지고, 이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입을 막아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칼미야 사역 단체를 비롯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러한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함으로, 이스라엘에 이러한 거짓이 사라지고  

참된 진리만이 비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스데롯 주민들에게 휴식처가 되어 준 생명의 도시 공동체

최근 이스라엘의 남부 도시, 스데롯은 가자 지구에서 발사한 로켓으로 인해 

큰 홍역을 치루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스데롯 주민의 절반이 넘는 56%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가자 지구의 로켓에 의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4천 명 이상의 스데롯 주민과 12세에서 14세 이상의 스데롯 아이들 86.6%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롯의 생명의 도시 공

동체는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주민들을 위해 휴식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선 50명 이상의 노인분들을 모시고 온천을 방문했고,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

을 데리고 스데롯에서 멀리 떨어진 워터파크를 방문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스데롯 주민들은 오랜만에 안식을 누리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제목

●  이 공동체가 스데롯 주민들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재정과 인력이 항상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공동체의 사역자와 성도들이 하마스의 공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과 섬김을 통해 스데롯 주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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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이스라엘 북부 티베리아스에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십

최근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십은 기도 편지를 통해, 갈릴리 지역이 마지

막 때의 부흥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고 믿으며, 비록 자신들의 도시인 티베리

아스가 복음에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

들을 복음 전도자로서 부르셨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티베리아스시 당국에

서 공동체 주변에 있는 광장을 주민들이 휴식과 오락을 즐길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센터로 만들기 위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한 달 전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전했습

니다. 새벽별 펠로십은 이 레크리에이션 센터는 복음을 전하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될 것이고, 이미 그곳에서의 전도 사역을 기대하며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다며, 하

루속히 공사가 재개되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도제목

●   티베리아스시의 레크레이션 센터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 없이  

속히 재개되고 순조롭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곳이 전도 사역의 요충지가 되어 이곳에서부터 전해지는 복음이   

티베리아스의 모든 주민에게 퍼지고 이 도시의 부정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

텔아비브의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가 보내온 소식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2명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영접해 공동체의 성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안식일 예배 날, 

말씀을 마무리하던 아쉘 목사는 혹시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지 물어보았습니다. 몇 분 뒤 한 30대 여성 D씨가 일어나더니 강단 앞으로 나아왔

고, 그녀는 강단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와 영접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 최근 노아라는 한 정통 유대인 여성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의 새 신자였던 이도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회당에서 드렸던 엄격하고 예식적인 예배와 달리,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에서 드리는 자유롭고 친밀한 예배를 경험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즐겁게 배

워갔는데요. 그러다 얼마 전, 노아는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께 헌

신한다고 선언하며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도제목

●  새롭게 예수님을 영접한 D씨와 노아가 공동체 안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훈련

받음으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바르게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공동체의 사역자들에게 가르침과 섬김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그들을 복음으로  

무장시켜 또 다른 사역자와 전도자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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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7 일/Sun

팔레스타인 테러범, 유대인 동료 2명 살해
서안지구에서 한 팔레스타인 남성이 유대인 동료 3명을 총으로 공

격해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테러를 범한 팔레스타

인 남성은 어느 조직의 후원이 없이 개인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두 테러단체는 

이번 공격을 칭찬하고 이를 ‘영웅적인 작전’이라고 칭했다. 이스라

엘의 리블린 대통령은 이 사건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

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사건 

현장은 수천 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유대인들과 동등한 연봉으로 함

께 일하는 곳이며 서안 지구에서 두 민족 간의 화평과 협력 모델로 

알려진 곳이다. (NYT)

Palestinian kills 2 Israeli coworkers 
A Palestinian man shot and killed two of his Israeli co-workers 
and injured a third in the occupied West Bank. The Palestinian 
man acted alone, without the backing of any known organi-
zation. Hamas and the Islamic Jihad Group of Gaza praised 
the attack and called it a “heroic operation.” President Rivlin 
called the incident “an attack [also] on the possibility of Is-
raelis and Palestinians coexisting peacefully.” The area of 
the attack was often praised for being a model of cooperation 
where thousands of Palesintians work alongside Israelis for 
equal salaries. (NYT)

10월의
이스라엘 &중동
주요소식

    

여러 테러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움과 어둠에 가두려고 

하는 사단의 움직임을 대적하며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As Satan uses terrorism to undermine the people of the 
land and to create a stronghold of fear and darkness, 
pray that the gospel of Yeshua would set the people free.

글 이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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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3 토/Sat

방화용 소행 비행선을 발사한 가자지구
가자 지구의 한 테러 단체가 매주 금요일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

구 국경에서 벌어지는 시위에서 이스라엘 영토로 방화용 소행 비

행선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약 5m 길이의 비행 장치는 비행선처

럼 보이도록 설계되었으며 측면에는 히브리어로 ‘우리의 운명이 고

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혼자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적

혀있다. 이 방화용 비행선이 이스라엘 영토로 넘어와 화재를 일으켰

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건과 동시에 14,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국경에 모여들어 폭동을 일으켰고 7명이 폭동 

중 사망했다. 팔레스타인 시위대들이 국경 울타리 부분을 파괴하여 

검문소로 몰아치면서 충돌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TI)

Gaza launches incendiary ‘blimp’ into Israel
A Gaza terror group said it launched the first-ever incendiary 
“blimp” towards Israel during the weekly Friday protests along 
the Israeli-Gaza border. The approximately 5-meter device was 
designed to look like a blimp and carried a message written in 
Hebrew on the side that said: “If our fate is to be doomed to suffer, 
then we will not suffer alone.” Whether the blimp made it into 
Israel and started any fires is unknown. The incident happened 
during a particularly violent week of protests where over 14,000 
Palestinians gathered and seven killed as rioters blew a hole in 
the border fence and rushed an army post. (TI)

2018.10.15 월/Mon

시리아,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 횡단 재개
시리아는 그동안 자국의 불안한 상황으로 3년 동안 폐쇄했던 골란 

고원에 위치한 쿠네이트라 국경 교차로와 요르단과의 국경에 위치

한 나시브 교차로를 다시 열였다. 이로 인해 유엔 관찰 부대는 이스

라엘과 시리아 간의 1974년 비무장 협약을 시행하기 위해 골란 고

원 지역으로 갈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시리아의 수출 및 상업 무역

이 재개되며 이는 시리아 전역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보인다. (HAA)

Syria reopens border crossings to Israel 
and Jordan 
Syria reopened the Quneitra crossing in the Golan Heights 
and the Naseeb crossing with Jordan for the first time in three 
years after being closed due to the civil unrest in Syria. UN 
observers will now be empowered to return to the area to en-
force the 1974 disengagement agreements between Israel and 
Syria. The reopening of both crossings into Israel and Jordan 
will signal a resumption of Syrian exports and commercial 
trade which will serve to empower the Syrian government of 
Bashar Assad that is gaining victory throughout Syria. (HAA)

    

이스라엘과 가자 국경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 가운데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복음으로 대대로 내려온 증오와 폭력의 저주가 깨지고,  

이 민족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as tensions increase along the Israeli-Gaza 
border, the gospel of the Prince of Peace would reach 
the people to cut the generational curses of hatred and 
violence.

    

그 어떤 적군이 이스라엘 국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whatever enemy may lie on the borders of Israel, 
God would show His faithfulness in protecting His people 
from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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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화/Tues 

무슬림 국가들, 호주의 예루살렘 대사관 이전 
가능성 비난
스콧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할 

가능성과 함께 대사관도 옮길 수 있다고 말했다. 호주의 이웃 국가

인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이슬람 국가이며 이번 해에 호

주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의 레트노 

마르수디 외무 장관은 호주 정부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평화 과정과 세계 안보의 안정을 위협하는 조처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경고했다. 13명의 아랍 대사는 호주의 수도 캔버라에 모

여 호주 외무 장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합의했

다. (JP)

Muslim nations decry Australia’s possible 
Jerusalem embassy move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aid that Australia was open to 
recognizing Jerusalem as Israel’s capital and possibly mov-
ing its embassy there. Australia is due to sign a trade deal this 
year with its neighbor Indonesia, which is also the world’s 
largest Muslim-majority country. Indonesian Foreign Min-
ister Retno Marsudi warned Australia against taking “steps 
that would threaten [Israeli-Palestinian] peace process and 
stability of world security.” 13 Arab ambassadors gathered 
in Canberra and agreed to send a letter to Australia’s foreign 
minister expressing their concern. (JP)

2018.10.17 수/Wed

이스라엘, 로켓 공격 후 가자 지구 반격
가자 지구에서 밤에 발사된 로켓이 브엘세바에 있는 한 가정집에 

떨어진 것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라엘 전투기가 가자 지구의 목표를 

공격했다. 가정집에 있던 한 여성과 세 자녀는 충격으로 인해 치료

를 받았다고 보도됐다.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두 번째 로켓

을 이스라엘의 사람이 많은 해안 지역으로 발사했으나 바다에 떨

어졌다고 보고했다. 이스라엘은 로켓포 공격에 대응해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군부대 20곳을 공격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 

보안 관리들과 회의 중 "만약 이러한 공격이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가 그들을 막을 것이며 이스라엘은 매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

라고 말했다. (NYT)

Israel strikes Gaza after rocket attack 
Israel fighter jets attacked targets in the Gaza Strip after rock-
ets fired from the Strip overnight hit a house in Beersheba. 
The woman and her three children living in the house were 
treated for shock. The Israeli army reported a second rocket 
fired into a crowded coastal area of Israel from the Gaza Strip 
that landed in the sea. Israel struck 20 Hamas militant sites in 
the Gaza Strip in response to the rocket fire. Netanyahu spoke 
with his security officials and said: “If these attacks do not 
stop, we will stop them… Israel will take very strong action.” 
(NYT)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분쟁이 잠잠해지고 로켓이나 미사일에 

영향을 받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Pray against a broader conflict from breaking out between 
Gaza and Israel and for the safety of the people who live 
in areas affected by possible rockets and missiles.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영원한 수도, 예루살렘을 사랑으로 축복합시다.

Bless the nation of Israel and Jerusalem,

its eternal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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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목/Thu

예루살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 합병
트럼프 행정부는 예루살렘에 있는 미국 총영사관을 대사관과 합병

하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게 한 목소리로 대응하겠다고 발표

했다. 지금까지 미국 영사관 직원들은 워싱턴과 팔레스타인 간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하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를 직접 처리해왔다. 

따라서 미국의 대사관과 영사관의 합병 발표는 미국과 팔레스타인

과의 관계 격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

무장관은 합병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팔레스타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루살렘의 미 영사관

은 더는 워싱턴에 직접 보고하지 않을 것이며 대사관의 관리로 들

어가게 된다. (JP)

US merges Jerusalem embassy and 
consulate 
The Trump administration announced that it was going to merge 
the US consulate general in Jerusalem with the embassy and 
address Israelis and Palestinians “with one voice.” This move 
is widely regarded as a downgrade in US-Palestinian relations 
since the consulate staff dealt directly with the Palestinian Au-
thority as Washington’s primary channel to the Palestinian peo-
ple.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aid the merger was done 
for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while the Palestinians largely 
dismissed his words. The consulate will no longer report directly 
to Washington but will be under the embassy’s control. (JP)

2018.10.20 토/Sat 

가자 시위에서 130명의 팔레스타인인 부상
가자 지구에서 로켓이 이스라엘에 발사된 지 며칠 만에 금요일에 

열린 시위 도중 약 1만 명의 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국경 울타리에서 

이스라엘 군대에 불타는 타이어, 수류탄 및 기타 폭발물을 던지기 

위해 모였다. 익명의 팔레스타인 관리는 이집트의 보안 당국이 최

근 폭력 사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별도의 회

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폭동에 비하면 이번 시위의 규모가 

작아지긴 했지만, 가자 지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국경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약 130명의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부상을 당

했다. (REU)

130 Palestinians wounded    
in Gaza protests
During protests held on the Friday after rockets were fired into 
Israel from the Gaza Strip earlier in the week, about 10,000 
Palestinian demonstrators gathered at the border to throw burn-
ing tires, grenades and other explosive devices at Israeli troops 
across the border fence. A Palestinian official said that Egyptian 
security officials had recently held separate meetings with Israel 
and Hamas in order to prevent any more escalation in violence. 
Granted that this was a relatively small protest compared to ear-
lier numbers, according to Gaza’s reports, about 130 Palestinians 
were injured as Israel defended its border. (REU)

    

로켓이나 화재를 일으키는 풍선 및 다른 폭력의 도구로 더는 무고한  

시민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으며 이스라엘, 특히 남부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시다.

Pray peace over Israel, especially in the southern region, 
and that no more innocent civilian lives would be put in 
danger by rockets, incendiary balloons and other acts of 
hatred and violence.

    

팔레스타인 지도부가 국민들과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다시 대화와  

협력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the Palestinian leadership would choose 
to communicate and cooperate for the sake of their people 
and for peace in th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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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그리스도의 사회주의 정부

적그리스도의
                         사회주의 정부  

사회주의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정권 내에서 사회주의자인 후보자들이 정치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을 목격했다. 

사실 그렇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들이 내세우는 것들이 참으로 그럴싸해 보이기 때문이다. 모두를 위

한 의료보험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공짜로 대학을 다니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공짜 건강보험과 정부가 직업을 보장하는 것은 다 좋게 들린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원하던 

것이 아닌가? 이러한 약속들은 기적적으로 미국을 유토피아의 사회로 변화시킬 것만 같아 보인다. 국

민의 필요를 채워주는 큰 정부를 의지하는 나라는 대중을 행복하게 하는 완벽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

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일어날 최악의 일이 될 것이다.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글들을 썼지만 오늘은 두 가지 이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먼저 사회주의는 항상 처음엔 근사하게 들린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주의란 정부가 모든 생산수단과 분

배의 주도권을 쥐는 것이다. 당연히 국민들은 궁지에 몰리게 되어있다. 역사는 사회주의가 제대로 돌

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성경은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세계정부를 사회주의 체제로 다스릴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어떠한 역사를 만들었는지 알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사실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은 사탄의 악한 영의 다스림을 받는 마지막 때의 세계 지도자가 사회

주의 체제의 세계정부를 손에 쥐게 되면 그 어느 시대 보다 악한 정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

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지금처럼 사회주의자로 가득 찬 미국정부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

을까?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로 이어진다
역사가 이미 많은 것을 증거하고 있기에 내

가 많은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자신이 사회주

의자임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사람들이 당

선되는 정치적 상황을 보았을 때 몇 가지 

언급해야 할 것들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서 미국 내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는 그다

지 무서운 이미지를 가지지 않게 되었다. 사회 복지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수년 동안 이어져오고 그동

안 큰일이 벌어지지 않아서일까? 냉전이 끝난 지 30년이 되었고 더 이상 공산주의의 적색 이념에 위협

을 느끼지 않아서 일까? 나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사회주의가 초래할 끔찍한 결과에 대해 교육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폭스뉴스는 ‘미국의 사회민주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DSA)’ 소속 회원 수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당시 6천 명 정도였지만 2018년 7월 중순 현재 이 숫자가 전국적으로 4만 5

천 명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이지만 이번 년도에 DSA의 지지를 받은 42명의 사

람들이 미국 20개 주에서 연방정부, 주정부, 시 정부 선거에 출마했다. 놀랍게도 2016년 갤럽 여론 

조사에 따르면 18-29세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5%의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긍정적인 관점

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다. 또한 영국 기반의 세계적인 여론조사 및 시장조사 회사인 YouGov가 공

산주의 희생자 재단(the Victims of Communism Memorial Foundation)의 조사를 받고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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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에 따르면 밀레니얼세대의 44%가 사회주의 국가에

서 사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상과 더불어 성

경이 마지막 때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사회주의가 

온전히 실현될 경우 초래될 위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기

억해야 한다. 

워싱턴 D.C.에 있는 공산주의 희생자 재단의 대표인 마리온 

스미스(Marion Smith)는 POLITICO MAGAZINE의 실린 

그의 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은 사

회주의적 이념이 전체주의의 폭력과 결합됐을 때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은 현대 전체 공산주의(modern 

totalitarian communism)를 만들어 냈다. 볼셰비키의 리더

였던 블라디미르 레닌은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이론을 만들어

냄으로써 마르크스의 목적을 이루어냈다. 1917년 사회주의를 

열망하며 레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공

산주의로 발전될 것을 믿는다.” 하지만 그가 40개의 국가에서 실행한 이 실험의 결과는 전체주의 독

재, 경제의 붕괴를 초래했으며 유럽과 소련에서 이런 공산주의 실험이 붕괴되기까지 1억 명 이상의 사

람들이 고통을 당했다.”

역사는 사회주의가 결국 전체주의 정권과, 경제적 붕괴, 죽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복해

서 보여줬다. 하지만 사람들은 “미국은 아닐 거예요!”라고 말한다.

미국 공산주의 당
2005년 미국 공산주의 당(Communist Party USA)의 위원회는 최종 강령을 발표했다. 그들의 목

적이 명확히 드러나 있는 몇몇 발췌문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동계층이 요구하는 즉각적인 요구와 개혁을 맞추려는 사회적 단계는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와 경제의 혁명적인 변화’라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사회

주의는 주요 산업체와 다국적기업, 은행, 다른 금융기관, 에너지 산업, 국가 배분 시스템, 건강보험 시

스템과 같은 경제의 커맨딩 하이츠(다른 산업을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간산업 또는 주도

세력)를 사회적 소유로 만들어 이 모든 것을 공공재로서 작동하게 하며 투표로 당선된 위원회가 공공

재에 대한 책임과 장기간 지속 가능한 경제와 환경을 고려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무료 건강보험, 문맹

을 없애기 위해 대학까지 제공되는 무료 교육이라는 공공제도는 영양실조를 없애고 직업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다.”

어디서 들어본 말 같지 않은가? “공산주의자들은 사회주의를 사회의 처음 단계로서 지지한다. 그러나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사회 경제의 발전이 사회주의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회주의 사

회가 결국 더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로 발전될 것이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 계급 및 모든 계급

들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 정당의 역할은 불안과 선동을 통하여 공산주의로 이르게 되는 완전한 사회

주의 사회를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

역사는 레닌이 말했던 것처럼 ‘사회주의의 열망은 공산주의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
요한계시록 13장 1~8절은 마지막 때 세계정부와 지도자 그리고 이들에게 권력을 주는 영적인 존재를 

짐승(beast)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선 다니엘서를 읽어야 한다. 다니엘서 7장

에서 선지자 다니엘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나라를 나타내는 네 마리의 짐승이 나타나는 비전

을 받게 된다. 다니엘 7장 4~7절에 나오는 네 가지 짐승이 나타내는 국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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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수리의 날개가 있는 사자 – 영국(사자)과 미국(독수리)

2) 곰 – 러시아

3) 머리 넷이 있는 표범 – 독일

4)  열 뿔이 있는 짐승 – 다시 탄생할 신성로마 제국 또는 현재의 유럽 연합

요한계시록 또한 동일한 국가의 상징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의 세계정부를 나타내고 있

다. 요한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네 개의 국가가 하나의 큰 세계 정부 체제로 연방화

될 것을 이야기 하고 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유럽연합)에는 열 왕관

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 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독일)과 비슷하고 그 발

은 곰(러시아)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영국)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

게 주었더라.”(요한계시록 13장 1~2절) 이 머리가 일곱이며 뿔이 열인 짐승은 현재 그 형태를 점차 

만들어가고 있는 세계정부이다. 

붉은색의 정부
성경의 다른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살펴봐야만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머리가 일곱이며 뿔이 열인 짐승은 마지

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계 정부를 상징한다. 동일한 일곱 머리의 열뿔을 가진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온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언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보인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요한계시록 17장 3절)

이 예언에서 짐승의 색깔이 붉은 빛이라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는 적그리스도 정부

의 정치적 사상을 들어내기 때문이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붉은 말
요한계시록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라는 세 개의 일곱이라는 구조가 등장한다. 네 마리의 말

은 일곱 개의 인 중 첫 번째 인에서 등장한다. 요한계시록 6장 1~8절에는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

색 말이 나오는데 이들의 정체성에 대한 단서가 몇 가지 등장한다. 이 색깔 있는 말들이 상징하는 것

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스가랴서 6장 1~8절에 나오는 예언을 보아야 한다. 스가

랴서에는 동일한 색상의 말들이 나옴과 동시에 병거가 등장하고 청황색말 대신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 

나온다. 다음 성경 구절은 이 말들이 상징하는 바를 알려주고 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

르되 이는 하늘의 네 영(the four spirits of heaven/NIV)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스갸랴 6장 4~5절)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6장 1~8절에 나오는 말들이 네 개의 영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네 개의 영은 현재 인류에게 나타나는 4가지 주요 사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흰

색말은 가톨릭의 영, 검은말은 자본주의의 영, 청황색의 말은 이슬람의 영을 이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붉은 말에 집중하고자 한다. 요한계시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요한계시록 6장 3~4절) 어떠한 영이 붉은 말은 나타낸다고 보는가? 전 세계 가운데 사람들의 신념

과 생활방식에 영향을 주는 영이 있다. 붉은 영은 바로 붉은색의 중국, 붉은색의 러시아, 붉은색의 루

마니아에서 보이듯이 바로 공산주의의 영이다. 공산주의는 붉은 색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

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신념, 가치, 사랑, 투쟁에 영향을 준다. ‘Canadian Plains Research Center’

에서 발행한 책 프랑스 혁명의 상징, 신화, 이미지(Symbols, Myths and Images of the Fr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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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olution)에는 이러한 글이 있다. “정치세계에서 붉은색은 강력한 의미가 있다. 프랑스 혁명과 

1917년 10월 혁명 이후로 붉은색은 혁명과 공산주의, 피의 투쟁, 혁명적 분노를 의미해 왔다. 프랑스 

혁명에서 붉은색이 연관된 것은 국가 수비대가 군중의 난동을 진압하려 할 때 위험을 알리는 사인으

로 붉은 깃발을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 성난 군중들은 그 깃발을 빼앗아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

로 바꾸어 버렸다. 이후로 붉은색은 혁명의 색상으로 자리 잡았고 혁명가들이 붉은 모자를 쓰기 시작

하면서 더욱 고착화되었다.” 요한계시록 6장은 붉은 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그 탄 자가 허락

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요한계시록 6장 3~4절)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서 시작해 1949년 중국 혁명,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콩고 전쟁까지 공산주

의는 평화를 앗아갔다. 공산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적과 싸울 뿐 아니라 자신들끼리도 싸운다. 스탈린

은 그의 정권 동안 2천만 명의 러시아인들을 죽였으며 지난 60년 동안 중국 문화혁명으로 6천만 명

의 중국인들이 죽임을 당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요한계시록 6장 3~4절) 

절대권력을 가진 군대는 공산주의를 지키는 힘이다. 낫과 망치가 그려진 소련의 국기도 붉은색이었다. 

이렇듯 붉은색은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가장 연관되는 색상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상은 같은 의미

를 가진다. 다만 공산주의가 정치적 이념이라면 사회주의는 경제적 시스템일 뿐이며 이 둘은 항상 같

이 가게 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영, 붉은 말, 공산주의의 힘이다. 이러한 성경 구절로부터 우리는 

붉은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세계정부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제국이 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더 자세한 설명은 어빈 백스터의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 DVD에서 찾아보길 바란다.

(구매 : www.bradtv.co.kr / 브래드 프리미엄)

마지막 때
성경은 마지막 때 사회주의 세계정부가 들어설 것과 그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 

어떤 크리스천도 이러한 사회의 일부가 되고 싶지 않을 것이다. 다니엘과 요한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계 정부 시스템을 파괴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말하고 있다. 다니엘은 다

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

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다니엘 7장 9절)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요한계시록 11장 

15절) 

적그리스도는 그를 경배하고 그의 정부에게 충성을 맹세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다. 

다니엘은 이어서 이야기한다. “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

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다니엘 7장 11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

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

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

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

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

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요한계시록 14장 9~11절)

예언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나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해준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한 부분도 동참하고 

싶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글/ 데이브 로빈스(Dave Robbins) 

미국의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을 풀어주고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엔타임 미니스트리의 대표 어빈 백스터 목사의   

사위로 그와 함께 엔타임 미니스트리를 이끌며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프로그램을 어빈 목사님와 함께 진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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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우월성을 위한 강대국들의 조용한 경쟁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군을 가지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가 

모두 차세대 핵잠수함 함대를 발전시키며 경쟁하고 있다. 남중국해

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 국가 모두 가능한 수중 또는 핵 

갈등을 공격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2019년과 2023년 사이의 미국 

해군 조선 예산 약 119조의 거의 절반이 핵 탄도 잠수함과 공격용 

잠수함을 구축하는데 책정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매년 Global Firepower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 순위를 발표

한다. 미국은 2018년에도 1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국가의 순위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는 작년과 변동이 없었다. 북한

과 한국, 이란의 순위는 상승했다. Global Firepower는 병력에 관

한 50개 이상의 요소를 기반으로 각 나라의 점수를 매기고 있다.

우라늄 농축을 증가시키는 이란
이란의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는 최근 이란 핵 협

상이 완전히 파기될 경우 우라늄 농축의 수준을 높일 준비를 할 것

을 지시했다. 이란은 새로운 원심기가 몇 주 혹은 몇 달 내에 준비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란이 과연 이 핵 프로그램을 어디

에 사용하려고 하는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신성로마제국

유럽 군사단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작년 11월 처음으로 유럽 차원

의 방위사업을 제안했다. 최근 EU 9개국이 이를 지지하거나 지지

를 고려하고 있다. 이 새로운 구도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유럽 다국

적 기구인 나토 그리고 EU와 동시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공동 원칙

과 참여국의 펀드를 기반으로 유럽만의 독립적인 군사 능력을 제공

할 예정이다. 영국은 내년에 EU를 탈퇴한 후에도 이 유럽 방위사업

의 참여국으로 남아있게 된다.

러시아로 제재를 확대하는 EU
EU는 크림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러시아 기업에 대한 제재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제재는 내년 중반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크림반도를 합병한 

이후 미국은 2014년 러시아 기업의 일부를 블랙리스트에 올렸고 

EU도 이에 동참했다. 이 조치는 6개월씩 연장되어 지금까지 유지

되고 있다.

시리아로부터 이란 세력 축출을 돕는 독일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독일 총리 메르켈이 중동 내에

서 다른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란의 세력을 축출하는 것에 의견

을 함께했다. 베를린에서 만난 두 정상의 회담 가운데 메르켈 총리

는 중동 지역에서 이란 세력을 몰아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며 앞으로도 이란의 활동을 주시하고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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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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금을 받기 위한 얼굴 스캔
논란이 된 프로그램이 10월 호주에서 시작됐다. 호주 시민들은 복

지혜택을 받기 위해서 얼굴 스캔본과 같은 생체 데이터를 제출해

야 한다. 이 새로운 계획으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선 myGov ID를 만들기 위한 사진을 찍어야 하며 이는 신원 

확인을 위해 운전면허증 및 여권과 대조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생체 인식 신분증 Aadhaar(아드하르)
NEXT 바이오메트릭 회사가 지문 인식 기술로 STQC 인증을 받

음으로써 인도의 광범위한 생체 인식 신분증 프로그램 ‘아드하르’ 

도입에 대한 길을 닦았다. 정부 기관이 아드하르에 사용되는 생체 

기술의 적합성 입증을 감독하고 있으며, 아드하르는 모든 시민의 주

민등록증 숫자와 지문, 홍채, 얼굴 등 생체 데이터를 포함하는 데이

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사회보장번호를 위한 생체 인식?
신원 도용과 더불어 사회보장번호 유출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 

가운데 인도의 아드하르 도입에 힘을 얻은 미국의 입법관들이 가

능한 생체 인식 도입을 선택사항으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사생

활 침해에 대한 이슈가 전문가들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하

고 있다. 미국의 여러 단체는 사회보장번호를 생체 인식 식별 시스

템으로 교체하는 것은 심각한 사생활 침해와 보안의 위험을 유발

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세계정부

50주년을 맞은 핵확산 금지조약
2018년 7월 1일은 핵확산 금지조약(NPT)이 체결되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 조약의 목적은 핵무기와 핵무기를 만드는 기술의 

확산을 막는 것이며 현재 191개국이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유엔 

회원국으로써 핵확산 금지조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인

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남수단이며 북한은 2003년 이 조약을 

탈퇴했다. 이 조약은 안전보장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제원자력기

구(IAEA)가 이를 감독하고 있다.

중국이 글로벌거버넌스 개편을 리드해야 한다
중국의 대통령 시진핑은 중국이 더 나은 글로벌 협력 관계를 구축

함으로 글로벌 거버넌스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세계

은행과 UN과 같은 국제기구에서 더 큰 발언권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시진핑 대통령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과 같

은 국제기구를 중국 자체적으로 설립하고 신 실크로드 전략 구상 

BRI(Belt and Road project)를 계획하며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세계 종교

제1회 WTS 정상회담
전 세계의 정치, 종교,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천여 명의 리더와 

사절단들이 2018년 11월 열리는 제1회 WTS(World Tolerance 

Summit-세계포용정상회담)를 위해 아랍에미리트에 모인다. 다원

주의와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담의 기획자인 칼리파 모

하메드 알 수와디(Khalifa Mohammed Al Suwaidi)는 이번 회담

으로 문화, 정치, 종교 간의 차이로 인한 모든 벽을 완전히 허물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이 무너진 자리에 상호 이해와 협력, 존중의 다리

를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동성애자로 만드셨다
가톨릭 사제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게 프란체스코 교황

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게이로 만드셨으므로 성 정체성은 중요한 것

이 아니라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인 주안 카를로스 크루즈(Juan 

Carlos Cruz)는 프란체스코 교황과 바티칸에서 3일을 함께 보내

며 그의 성 정체성과 그가 칠레 사제로부터 당한 성폭력에 대해 상

담을 진행했다.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러한 발언은 로마 가톨릭 교

회의 가르침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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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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10월 프로그램 리스트 (10/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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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3번의 죽을 고비를 넘어   
런던의 노숙자에게 복음을 전하다 

송기호 목사

10/17

공포의 에볼라 사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빌 코거

10/10

미국의 억만장자가 말하는 

필수 재정 원칙  

폴 살바디

10/24

죽음을 이겨내고 만들어 낸 

이스라엘 최초의 복음 영화 

야콥 담카니

10/3

-  네타냐후 총리, 이란의 새로운 비밀 
핵물질 저장창고 발견

-  이란, 비밀 핵물질 창고 주장에 반박 

…‘이스라엘 불법 핵 보유’

-  트럼프 대통령 ‘두 국가 해법이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

10/17

-  친 이스라엘 성향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 대사 사퇴

-  니키 헤일리 전 미 대사 후임은? …
선거 앞두고 왜 사퇴했나?

-  네타냐후 총리 ‘기독교인 보다   
더 좋은 친구 없다’

10/10

-  서안지구 정착촌 부근서 총기 테러 

…이스라엘인 2명 사망

-  IAEA 사무총장, 네타냐후 총리의 
테헤란 핵 창고 주장 일축

-  채널2, 여론 조사 결과 공개…  

‘네타냐후 총리 재선 가능’

10/24

-  이스라엘 공군, 로켓 보복 차원으로  
하마스 시설 공습

-  이스라엘 정부, 평화안에 팔 수도로  
예루살렘 선언할까 우려

-  호주 총리, 이스라엘 주재 호주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 검토

10/10

-  스데롯 주민들의 휴식처,   
생명의 도시 공동체

-  티베리아스의 전도 요충지를 위해서

-  티프에렛 예슈아 공동체의   
새 신자 소식

10/24

-  처음으로 복음을 들은  
1000명의 유대인들

-  메시아닉 공동체 건물을 훼손한  
초정통파 유대인들

-  이스라엘인 투어 가이드를 위한  
메시아닉 세미나

10/10

세계 단일 정부와 미국의 대립

10/24

이스라엘의 역사와 예언의 성취

10/10

The lost tribe of Israel: Bnei 
Menashe 

Michael Freund

10/17

Godly wisdom and financial 
blessing  

Paul Sarvadi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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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주님의 다시 오심과 이스라엘 
 

박흥수 목사

10/3

-  이스라엘군 시리아 공습 과정서  
러시아 군인 사망

-  전 유대기구 의장 나탄 샤란스키  
인터뷰

-  유대인, 기독교 지도자들 함께 모인 
두 번째 예루살렘 조찬기도

10/17

-  계속되는 팔레스타인의 ‘살인 연금

-  중동의 종교 핍박에 대항하는   
트럼프 행정부

-  예술 속에 표현된 12지파

10/10

-  이스라엘 총리 “이란의 비밀 핵물질 
저장창고 발견” 주장

-  기도와 행동이 필요한   
미국 중간 선거

-  국제기독교대사관(ICEJ)   
초막절 축제

10/24

–  2년 만에 석방된 미국인 목사   
앤드류 브룬순

–  ‘열방의 의인들’ 홀로코스트   
기념전시회

–  ‘예루샬라임’ 적힌 2천 년 전 비문 
첫 발견

10/3

마태복음 4장

10/3

제1강 - 알레프 א

10/17

마태복음 5장

10/17

제2강 - 베이트 ב

10/10

마태복음 6장

10/10

제3강 - 기멜 ג

10/24

마태복음 7장

10/24

제4강 - 기멜 ד

메
시
아
를

만
났
다

10/3

6년의 기적을 선물하신 예슈아 
네리야

10/17

정신과 병동에서 진리를 깨닫기까지
아브네르

10/10

예수님이 나를 잡기로 작정하셨나?
마디 케츠

10/24

천국에서 본 하나님의 얼굴  
브룩

10/3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공격하는 이유

10/17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갖고 있을까?

브래드TV 10월 프로그램 리스트

마크 빌츠의
히브리어

알파벳 

컨
퍼
런
스

29브래드TV 10월 프로그램 리스트



대한민국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 브래드 미니스트리가 준비한 브래드 아카데미!

브래드 아카데미 1기 모집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강의가 펼쳐진다

히브리어, 이스라엘의 역사, 문화, 절기 등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것을 한번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

기간 /  2019년 1월 8일 ~ 2월 19일 총 6주 12회 (주 2회 <화, 목>)

시간 /  오후 1시 30분 ~ 4시 30분 (3시간)

신청 방법_  브래드TV 홈페이지 bradtv.co.kr 에서 

                 먼저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강료_  29만원 우리은행 1002-945-167642 (예금주 : 브래드필름)

정원_  40명

장소_  브래드TV 사옥 (1층 코텔홀)

문의_  031-926-2722

김종철 감독

-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 브래드TV 대표

- 이스라엘&중동리포트 발행인

김형종 박사

- 코헨대학교 부총장

- 코헨대학교(신학박사, USA)

- 극동방송 요한계시록 강사 역임

이경욱 선교사

- 중보기도사역자

- Onenewman House 지킴이

이재철 목사

- 한새사람공동체 대표

- 예루살렘 Bridge For Aliyha   

  운영위원

- 이스라엘 아카데미 대표 

이만석 목사

- 한국이란인교회 담임

- 4HIM대표

- 한국기독교연합 이슬람대책위원회 

- 이슬람대책 연구원장

- 무슬림선교 훈련원장

이진호 목사

- 총신신학대학원졸업

- 세종시 토라포션 티칭인도

- 전국 출장 에레브 샤밧예배인도    

나다브 펠드만 

- 주한이스라엘 부대사

정태권 목사

- CMI 백향목 유대인 선교회 대표 

- 백향목교회 담임 

- CPM Korea 대표

- ‘시공간 속의 예슈아’ 저자

티크바 오트

- 예슈아를 믿는 유대인

- 예루살렘 One New Man 

  공동체 리더십

- 유대인 써클댄스 사역

노아 아브라하미
- 히브리 대학교 동아시아학 박사학위

- 히브리어로 된 한국어 책

  ‘Korean for beginners’의 저자

- ISKONET의 설립자 

  (한국과 이스라엘의 유대를 높이는 기구)

홍순화 목사

- 한국성서지리연구원장

- 이스라엘 텔라기스 발굴단장

-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육자원 부장

가이 코헨

- 메시아닉 쥬 목사

- 아쉘의 추수 공동체 대표

강사소개



1/8(화)
1회_ 영화로 보는 이스라엘 역사 / 김종철 감독

이스라엘 관련 영화와 함께 한눈에 쏙 들어오는 이스라엘 역사 공부! 

이스라엘 역사를 알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인다!

1/10(목)
2회_ 찬양으로 배우는 히브리어 / 노아 아브라하미
어렵게만 느껴지는 히브리어 이제 노래와 함께 배워보자! 

유대인에게 직접 가사 속의 의미를 배우며 쉽게 익히는 히브리어 강의! 

1/15(화)
3회_ 절기를 알면 예수님이 보인다 / 정태권 목사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선명하게 들어난다

엑기스만 모아 절기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보며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가 되자

1/17(목)
4회_ 이스라엘과 이슬람, 마지막 때 / 이만석 목사

마지막 때, 이스라엘과 이슬람은 더욱 극명하게 대립하며 각을 세우게 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을 바로 알아야 마지막 때를 바로 알 수 있다

1/22(화)
5회_ 재미있는 성지이야기 / 홍순화 목사

성경의 장소를 알아야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의 모든 장소들을 다 방문한 성지 전문가 홍순화 목사에게 듣는 12개 나라의 성지와 성경 지명, 발굴 스토리!

1/24(목)
6회_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사명은 무엇인가 / 가이 코헨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메시아닉쥬들을 목회하는 가이코헨 목사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한 새사람’의 의미와 재림을 준비하는 신부의 모습이 무엇인지 들어보자

1/29(화)
7회_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 나다브 펠드만
현직 이스라엘 부대사에게 듣는 이스라엘의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

1/31(목)
8회_ 이스라엘의 교육의 비밀, 테필린 / 김형종 박사

전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대인의 지혜, 이들에게는 어떤 차별점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싶은 부모님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

2/7(목)
9회_ 이스라엘 댄스 배우기 / 티크바 오트
춤으로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린 유대민족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으며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전통을 이어가며 

예슈아를 찬양하고 있다. 메시아닉 유대인에게 배우는 유대인 춤으로 함께 예슈아를 찬양하자!

2/12(화)
10회_ 알파벳으로 배우는 히브리어 / 이재철 목사

히브리어 알파벳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들. 하나님과 천지창조, 이스라엘의 구원과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이

모두 담겨져 있는 신비한 언어! 하나님의 지혜 속으로 들어가 보자!

2/14(목)
11회_ 샤밧체험 / 이진호 목사

‘쉼’이라는 어원에서 온 샤밧.  유대인들은 매주 샤밧을 지키며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샤밧의 의미와 유대인들의 샤밧을 체험하는 시간 어떠신가요?

2/19(화)
12회_ 우리 모두 이스라엘 선교사 입니다! / 이경욱 선교사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선교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받은 축복을 돌려주어야 하는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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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라포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도들이 매주 동일하게 지정된 구약과 신약의 성경 구절을 읽으며 이방인과 유대인이 말씀 안에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 토라포션의 의미입니

다. 또한, 구약과 신약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신, 구약의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균일하게 읽으면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도록 

도와줍니다.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키슬레브 23

2  키슬레브 24
1 Candles

3  키슬레브 25
2 Candles

4  키슬레브 26
3 Candles

5  키슬레브 27
4 Candles

6 키슬레브 28
5 Candles

7 키슬레브 29 
6 Candles

8 키슬레브 30 월삭

7 Candles

9 테벳 1  월삭 
8 Candles

10 테벳 2 11 테벳 3 12   테벳 4 13 테벳 5 14 테벳 6 15 테벳 7

16 테벳 8 17 테벳 9 18 테벳 10 19 테벳 11 20 테벳 12 21 테벳 13 22 테벳 14

23 테벳 15 24 테벳 16 25 테벳 17 26 테벳 18 27 테벳 19 28 테벳 20 29 테벳 21

12월 키슬레브&테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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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이가쉬 (가까이 가서)_ 창 44:18~47:27 / 겔 37:15~28 / 요 5:1~47

쉐모트 (이름들)_ 출 1:1~6:1 / 사 27:6~28:13, 29:22~23 / 눅 5:12~39

봐예히 (살았으니)_ 창 47:28~50:26 / 왕상 2:1~12 / 눅 4:31~5:11

미케쯔 (후에)_ 창 41:1~44:17 / 슥 2:10~4:7 / 눅 4: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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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테벳 22              31 테벳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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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