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9

JAN
2019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사라 리버만 
브래드 Books의 새로운 책

유대인은 예수가 필요없다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메시아닉 유대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야들라힘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이유경

브래드 브리핑

공포의 사이렌이 울릴 때
그들은 모두 울부짖었다



우리나라 언론에도 이스라엘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우리나라 언론에선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2월 9일 이스라엘의 오프라(Ofra) 정착촌 

밖의 버스 정류장에서 하마스와 연결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이스라엘 임산부를 포함한 민간인 

7명을 향해 총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달리는 차 안에서 밖에 서 있는 민간인들을 향

해 총을 무차별적으로 쏘아댔으며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13일에는 기바트 아사프(Givat Assaf)의 버스 정류장에서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들이 총

을 난사해 이스라엘 군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은 휴가를 받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앳된 청년들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마스는 지금도 그들의 주요 활동 지역인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정착촌에 살고 있

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도망가는 반인륜적인 범죄를 벌이고 있으며 이스라엘 언론

은 앞다투어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언론은 이런 소식을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 다룬다 해도 아주 조그맣게 단신으로 

처리해 버리죠.

우리나라 언론은 오직 한 가지 경우에만 이스라엘에 대해 기사를 씁니다. 바로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진압 작

전을 펼치다가 시위대 쪽에서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죠. 그리고 총을 난사한 테러리스트들을 체포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벌이는 수

색작업 중에 많은 팔레스타인 희생자가 나올 때만 비로소 언론에 기사가 나올 뿐입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힘센 자들보다 약한 자

가 피해를 입을 때에 더 많은 동정심을 보이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포악

함을 부각시켜 보도함으로 기사에 대한 클릭 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관한 뉴스를 접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테러리스트의 무차별 총기 난사보다는 이스라엘 군인들의 체포 작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팔레스타인 희생자들의 아

픔만 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참 문제 있는 언론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교 전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우리나라 텔레비전 시사프로그램

이나 뉴스에서 이스라엘 문제를 다룰 때 유의 깊게 보게 됩니다. 너도, 나도 이스라엘, 중동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현재 이스라엘 

문제나 중동문제를 이야기하고 토론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만 사실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 지식이나 현재의 중동

사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어이없는지 모릅니다. 단 한 차례도 이스라엘을 포함해 

중동에 가보지 않고 심지어는 지명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중동사태를 논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과연 저들이 이스라엘 문제에 대

해 논할 만한 자격이 충분한 자들일까? 그런데도 그들이 자신들의 얕은 지식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을 두둔하는 

발언을 할 때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의 본질도 제대로 모르고 올바른 근현대사도 제대로 모

르면서 이스라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내용들이 여과 없이 방송을 타고 시청자들의 귀에 전달될 때, 그리고 총을 들고 체포 작전을 진행

하는 이스라엘만 부각해서 신문에 보도할 때, 우리나라 독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될까를 생각한다면 

정말 가슴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래서 브래드TV는 적어도 이스라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겠다

고 다짐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의 보도에만 귀 기울이지 않고 사건과 현상의 실체와 근본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짚어나가며 이스라엘 문

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발행되는 신문과 아랍국가에서 발행하는 신문, 그리고 공정하게 보도하려고 노력하는 세계의 유수 

신문들을 매일 매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이스라엘 전문가가 되어야 하

기 때문이죠. 이 일이 하나님의 편에서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브래드TV의 뉴스에 귀 기울여 주

십시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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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포션 2018~2019/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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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밧 26 2 쉐밧 27

3 쉐밧 28 4 쉐밧 29 5 쉐밧 30
월삭

6 아달 1
월삭

7 아달 2 8 아달 3 9 아달 4

10 아달 5 11 아달 6 12 아달 7 13  아달 8 14 아달 9 15 아달 10 16 아달 11

17 아달 12 18 아달 13 19 아달 14 20 아달 15 21 아달 16 22 아달 17 23 아달 18

24 아달 19 25 아달 20 26 아달 21 27 아달 22 28 아달 23

2월 쉐밧&아달

미쉬파팀 (판결규례)_ 출 21:1~24:18 / 렘 34:8~22, 33:25~26 / 눅 7:1~8:3 

테짜붸 (명령하여) 출 27:20~30:10 / 겔 43:10~27 / 막 4:35~5:34

봐야크헬 (모으고)_ 출 35:1~38:20 / 왕상 7:40~50 / 고후 9:6~11 / 막 6:14~29

키 티사 (들어올릴 때에)_ 출 30:11~34:35 / 왕상18:1~39 / 마 9:35~11:1

테루마 (예물)_ 출 25:1~27:19 / 왕상 5:12~6:13 / 고후 9:1~15 / 마 12:46~13:58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테벳 24 2 테벳 25 3 테벳 26 4 테벳 27 5 테벳 28

6 테벳 29 월삭 7 쉐밧 1 월삭 8 쉐밧 2 9 쉐밧 3 10 쉐밧 4 11 쉐밧 5 12  쉐밧 6

13 쉐밧 7 14 쉐밧 8 15 쉐밧 9 16 쉐밧 10 17 쉐밧 11 18 쉐밧 12 19 쉐밧 13

20 쉐밧 14 21 쉐밧 15 22 쉐밧 16 23 쉐밧 17 24 쉐밧 18 25 쉐밧 19 26 쉐밧 20

27 쉐밧 21 28 쉐밧 22 29 쉐밧 23 30 쉐밧 24 31 쉐밧 25  

1월 테벳&쉐밧

봐예라 (나타났으니)_ 출 6:2~9:35 / 겔 28 :25~29:21 / 마 12:1~14

베샬라흐 (보낼 때에)_ 출 13:17~17:16 / 삿 4:4~5:31 / 마 5:1~48

미쉬파팀 (판결규례)_ 출 21:1~24:18 / 렘 34:8~22, 33:25~26 / 눅 7:1~8:3 

이트로 (이드로)_ 출 18:1~20:26 / 사 6:1~7:6, 9:6~7 / 마 6:1~8:1

보 (들어가라)_ 출 10:1~13:16 / 렘 46:13~28 / 막 3:7~19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약속의 땅에 그분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일 메시아닉 유대

인 찬양 사역자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슈아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의 삶과 음악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라 리버만 Sarah Liberman

브래드쇼 163회에 출연하여 카르멜(갈멜)산에 흐르는 성령의 은혜와 영감을 나누어 준 사라 리버만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

스라엘의 예배 인도자이며, 작곡가이자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훈련하는 리더이다. 수 년 전부터 이스라엘 예배자들이 함께한 연합 찬양 

앨범인 <우리 하나님께 찬양 Praise to our God>에 참여하고 카르멜 공동체에서 ‘카르멜로 올라가자(Ascend Carmel)’라는 예배 훈련 

프로그램을 인도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예배자를 양성하는 일에 헌신해 오고 있다. 보이

지 않는 곳에서부터 잉태되는 그녀의 열렬한 예배는 모든 연령대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추구하도록 영감을 준다. 하이파

와 네타냐 중간 즈음에 위치한 비냐미나라는 마을에 사는 사라는 현재 청년들로 구성된 팀과 함께 정기적으로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열

방을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노래하며, 이스라엘식 예배의 고유한 소리와 유산을 열방에 전하고 있다. 

주님의 인도하심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에서 MBA를 받은 사라는 하이테크 세일즈를 하며 전 

세계를 누비는 “잘 나가는 커리어 우먼”이었다. 금융계에 종사하던 에반 리버만(브래드쇼 196회 출연)과 결혼하여 쌍둥이를 포함한 세 자

녀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의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는 으리으리한 주택에서 쇼핑을 즐기며 살았다. 어느 날 가족에게 닥친 재정적 어려움 

가운데 그녀는 매일 밤 방 안에 갇혀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는데 그 가운데 자신이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버리고 도망쳤던 것을 기억하게 되었다. 산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의 카르멜 산(갈멜산)으로 향하게 된 그녀는 그때부터 

건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눈물로 올려 드리는 동시에 자신과 이스라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멜로디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사라 리버만
Sarah Liberman
글 고병현

6 브래드리포트 JANUARY. 2019   NO.9



주님의 얼굴 앞에

첫 번째 솔로 앨범 <주님의 얼굴 앞에 Lefanecha>를 통해 유튜브에서 수십 만 건의 조회 수를 올리며 확실히 이름

을 알린 사라 리버만은 이스라엘의 영혼이 담긴 음악을 통해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로 인도했다. 2017년에 

발매된 <순전한 마음 Lev Tahor>은 그녀가 풀어가는 “예배의 여정”시리즈의 두 번째 앨범이다. 사라의 이 시리즈는 

개인적인 변화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현대와 이스라엘 고대 장막의 소리적 유산을 모두 갖춘 10개 트랙이 히브리

어와 영어로 예슈아의 영광을 카르멜산 정상에서 열방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1번 트랙 <위대하신 주 Gadol Adonai>는 2014년 초에 쓴 곡으로, 예배 중 즉흥적으로 인도할 때 많이 부르는 구절 

“가돌 아도나이 메훌랄 메오드 -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시 48:1)”를 아침에 흥얼거리고 있

다가 멜로디가 계속 뇌리에서 떠나질 않아 저녁 예배 인도 때까지 곡을 완성할 수 있도록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녀가 

좋아하는 찬양의 원천인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말씀에서 곡을 완성하게 되었다. 이 곡은 여러 언어로 번역

되어 전 세계의 많은 신자들이 즐겨 부르는 곡이 되었다. 

2번 트랙 <생명수 Maim Chaim>는 발리우드 스타일의 의상과 안무에 역동적인 앵글로 담아낸 새로운 시도의 뮤직

비디오가 돋보인다. 1집 앨범 작업을 하면서부터 다윗 당시엔 어떤 곡조를 부르고 어떤 악기를 사용했을지를 고민해왔

던 터라 이 앨범을 작업 할 즈음 그녀는 고대의 감성을 물려받은 이집트의 시나이 주민들과 베두인족의 멜로디와 리듬

에 푹 빠져 있었다고 한다. 이 곡은 특히 예멘계 리듬을 사용해 만들었는데, 후렴 멜로디를 고민하던 중 ‘생명수의 풍성

함'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다”는 메시지로 마무리하게 됐다고 한다. 브릿지 

부분에는 계시록에 인용된 시편 구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

다(시 46:4)”를 삽입했다.

3번 트랙 <주님께 달려가 Larutz Eleicha>는 그녀가 삶에 닥친 일로 잠 못 이루던 밤에 쓰게 됐다고 한다. 다윗 왕

이 보여준 성경적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되새기다가, 성경 최초의 경배 찬양인 모세가 홍해를 건넌 

후 쓴 시를 흥얼거리게 됐다. 이 곡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릴 위해 길을 내시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다”, “우리

는 하나님께 다 내려놓

고 달려가기만 하면 된

다”, “모든 것을 내어드

릴 때 하나님께서 돌파

로 역사하실 수 있다”

는 것이다. 어느 날은 

예배 때 이 곡을 인도

하는데, 개인적인 가사

라고만 생각했던 찬양

을 통해 엄청난 감동과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다. 주님과

의 작은 개인적인 만남이 커다란 축복이 될 수 있음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앨범을 녹음할 때도 개인적으로 처음 받

았던 감동을 최대한 표현하려 애썼다고 한다. 가사의 마지막 줄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인용해 주님이라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담았다.

9번 트랙 <하늘의 노래 Heaven’s song>는 피아노를 치며 예배하던 중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와 모습이 

느껴지는 진귀한 체험을 하고 쓴 곡이다. “라우이 아타 이마누엘 키 아씨타 오타누 맘레켓 코하님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왕족 제사장으로 만드신 존귀하신 주” 이 후렴 구절이 자신의 영 가운데 들어와 계속해서 

불렀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사를 노래로 내뱉을 수밖에 없었는데, 마치 하늘의 대규모 성가대의 일원으로

서 함께 노래하는 기분이었다고 한다. 이 곡은 자신이 쓴 것이 전혀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녀는 이 찬양을 부를 때

마다 날마다 새로움을 느꼈기에 ‘하늘의 노래’라고 제목을 붙였다고 한다. 모든 사람이 함께 자신이 본 것처럼 하

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어린 양은 존귀하시다”, “주님의 희생으로 이 존전에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예배

하는 장면을 볼 날을 고대하며 작업한 곡이라고 한다. 

사라 리버만의 음반은 브래드 스토어(www.bradstore.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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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브래드 Books의 새로운 책

브래드 Books의 5번째 신간 ‘유대인은 예수가 필요없다 – 크리스천이 유대인에게 갖는 가장 

큰 오해(저자 : 아비 스나이더)’가 출간되었습니다. 메시아닉 유대인으로서 40년 이상 유대인들

을 대상으로 사역해 온 아비 스나이더는 이 책을 통해 유대인 전도에 대한 오해를 제시하며 성경

을 근거로 하여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분명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Books에서 단독으로 계약하여 출판하는 ‘유대인은 예수가 필요없다’는 브래

드 스토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www.bradstore.com  

‘아비 스나이더는 성경 말씀을 통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기 원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책 서문 중에서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이스라엘 유다의 목소리 후원

브래드쇼 166회에 출연했으며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도 자주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메시아닉 공동체 ‘베잇 할

렐’의 이스라엘 포흐타르 목사님께서 지난 2018년 12월 브래드 미니스트리에 도움을 요청해 오셨습니다. 베잇 할렐 공동체가 운영하는 

‘이스라엘 유다의 목소리’ 선교단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도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스라엘로 이민 온 형편이 어려운 유대인 가정에게 매달 음식 바구니를 전달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400가정이 이 프로

젝트에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브래드 미니스트리는 매달 1천 달러를 1년간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브래드TV로 보내주시는 여

러분의 사랑의 후원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목소리’를 통해 음식을 전달

받는 유대인들이 메시아 예슈아의 사랑을 깨달으며 메시아닉 공동체 내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오는 2월에 이스라

엘에 방문하여 이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현장을 녹화하고 방송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브래드쇼에 출현한 이스라엘 포흐타르 목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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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아카데미 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8일부터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오프라인 이스라엘 강의 시

리즈 ‘브래드 아카데미 1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교회 내에 이스라

엘을 향한 갈망을 보여주듯 예정보다 일찍 조기 마감되었으며 추운 날

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채워 주셨습니다. 참석하시는 분 

모두가 이스라엘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는 마음을 보여주시며 

매 강의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매 강의

마다 15분간 예배로 시작하고 강사분들도 기도로 강의를 준비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정보를 쏟아주고 계십니다. 이 외에

도 다양한 오프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브래드TV 카카오톡과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되는 소식을 확인해 주세요!  

● 기간 : 2019년 1월 8일~2월 19일 총 6주 12회 (주2회 <화,목>)
● 시간 : 오후 1시 30분~4시 30분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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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메시아닉 사역 단체
이스라엘 유다의 목소리
Voice of Judah Israel 

내 백성을 위로하라
메시아닉 사역사 이스라엘 포흐타르 목사님께서 2005년에 세운 ‘이스라엘 유다의 목소

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영적으로도 세워주는 비영리 사역단체로서 이스

라엘 땅에서 역동적이고 활발하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목표는 유대인들

이 필요로 하는 도움과 물질을 제공함으로써 예슈아의 사랑을 실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방

법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단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적인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

라.” 이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는 것은 우리를 이끄는 힘이었습니다. 사역 초기

부터 저희의 목표는 다양한 인도주의적 프로젝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돕고, 유대인 

메시아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아웃리치를 열고, 주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바이블 센터를 

운영하며,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5백 가정에 옷과 음식, 가정용품을 제공하는 프로젝트와 함께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로젝트, 우크라이나 난민 프로젝트, 미혼모와 과부를 위한 아웃리치, 음식 배급 프로젝

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이들은 저희를 도

시와 공동체의 축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때로 지방정부의 직원들도 프로젝트를 돕기 위

해 함께 하곤 합니다. 

처음으로 복음을 들을 천 명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포흐타르 목사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

람들을 돕고자 하는 깊은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의 차기 리더들에게 멘토로서 새롭게 공동

체를 개척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실질적으로 채워주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 계시죠. 또

한 여러 성경학교를 비롯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이스라엘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하

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초막절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풍성한 열매를 보았습니다. 바로 갈릴리

에서 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 전도 행사를 개최한 것입니다.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자신을 찾

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격할 수 있었

습니다. 그날 두 배로 부어진 주님의 기름부음은 마치 만질 수 있을 것 같이 강력하게 느껴

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지 않은 채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초막절 행사를 통해 60명 이상이 그 주에 있었던 샤밧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분들과 개

인적인 연락을 지속하며 예슈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원한 장막이신 예슈아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도시에서 예슈아를 믿지 않는 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습니

복음 아웃리치

제자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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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흐타르 목사님 가족

다. 행사를 마친 후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의 성지들을 돌아다니는 특별한 투어

를 진행했고 예슈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곳마다 예슈아께서 최고의 가이드가 되어주셨

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는 가장 큰 특권은 사람들을 성지에 데려가 현장에서 성경 말씀을 통

해 예슈아가 직접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어 이 장소

에서 예슈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가르치신 일들을 나누는 것이죠. 현장에서 전해

지는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고 깊게 꿰뚫으시기 때문에 복음 아웃리치 때마다 

항상 투어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기도를 받기 위해 우

르르 앞으로 몰려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리가 불편했던 한 

여성은 그 자리에서 치유를 받고 고통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으며, 등에 큰 통증이 있었

던 분도 완전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치유 간증이 있습니다. 

한국의 성도 여러분께
한국에 계신 여러분, 그리고 브래드TV 시청자 여러분, 저희 사역과 이스라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목소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예슈아를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다양한 인도주의적 프로그램과 

복음 아웃리치를 통해 이스라엘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분의 사랑과 열정으로 말이죠. 저희의 사역을 통해 도움을 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 세

계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사랑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곤 합니다. 

저희는 매주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확장하고 더 효과적

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를 통해 

이를 위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집할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물품을 제

공할 수 있습니다.  

기도제목

-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복음에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갈릴리와 예루

살렘, 텔아비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큰 행사에서 예슈아의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들이 치

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리더들과 사역 팀들이 아웃리치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삶을 변

화시키는 관계를 유지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아웃리치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제자 양성 코스, 성경학교에 등록해서 예슈아를 따르는 

삶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유다의 도시에서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풀타임 사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청년 사역을 

위한 청년 사역자와 저희 사역을 함께 할 수 있는 리더들과 자원봉사자들을 보내주시기

를 기도해 주십시오. 

후원방법

1. 직접 이스라엘 유다의 목소리에 후원금을 송금할 때

Acc. Name : Beit Hallel Congregation LTD
Bank Name  : Bank Leumi Le-Israel B.M
Branch number : 904
Acc. Number : 30660093
Bank Address : 208 Jaffo Str. Jerusalem, 9438303, ISRAEL
SWIFT code : LEUMIILITXXX
IBAN : IL960109040000030660093

홈페이지 https://vojisrael.org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송금하실 때에는 한국 쪽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찾을 때도 수수료가 발

생합니다. 이 돈을 절약하기 원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것이 어

려울 경우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브래드TV가 대신 직

접 찾아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입금 하실 때 [유다의 목소리]로 입금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301-0237-1849-41

은행명 NH농협  /  예금주 브래드TV선교회

학교로 돌아가자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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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브리핑

공포의 사이렌이 울릴 때
그들은 모두 울부짖었다

지난 2018년 11월 12일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은 이날 오후 이스라엘군이 전투기, 헬리콥터, 탱크 등을 동원해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

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테러 목표물 20여 곳을 타격했으며 이번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사람 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고 보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나라 언론은 이 뉴스를 그대로 옮겨 보도했는데요. 이스라엘의 하레츠 신문은 이날 이스라엘군이 왜 하마스

를 공격했는지 그 배경도 자세하게 보도했지만, 우리나라 언론은 왜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공격했는지, 그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는 

소개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공습해서 3명이 사망했다는 것만 헤드라인으로 전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가자 지구 건물, 그 앞을 공포에 떨며 지나가는 한 여인과 그 뒤를 따르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관련 

사진으로 실었습니다.  이 뉴스를 본 한국의 시청자와 신문 구독자들은 당연히 기다렸다는 듯이 또다시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브래드 브리핑에서는 왜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과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당

하는 고통 못지않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글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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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지구에서 날아온 폭탄들

11월 12일,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공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가자 지구 인근 지역 마을의 상황을 알아보겠

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20분 이스라엘의 아쉬켈론 도시엔 갑자

기 귀를 찢는 듯한 사이렌 소리가 온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가자 지

구에서 날아온 로켓이 아쉬켈론 도시에 떨어져 3명의 이스라엘인

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잠시 후인 오후 4시 43분, 또다시 다른 도

시 크파르 아자 지역에도 다급한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고 이어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박격포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이스라엘 

버스를 폭파시켰습니다. 다행히 이 버스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아 

곁에 있던 19살 남자 1명 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다시 오후 4시 

49분엔 가자 지구 국경 인근 지역 5개 마을에 사이렌이 동시에 울

리면서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쏜 로켓포가 날아옵니다. 오후 5시 

12분에는 이스라엘 남부 스데롯의 주택이 가자 지역에서 날아온 

로켓에 폭격을 당했고 오후 5시 47분,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시작한다고 발표합니다. 이때까지 이미 모두 3백여 발의 로

켓포가 가자 지구 인근의 이스라엘 마을과 도시로 날아왔습니다.

6시 20분, 드디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 상황에 대

한 대처방안을 의논하기 위해 관계부처장들을 긴급 소집했고, 오

후 6시 26분, 또다시 가자 지구에서 날아온 세 발의 로켓이 네티봇

의 공공건물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고 이스라엘 국토와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군인

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가자 지구에

서 날아오는 로켓포가 제발 멈춰지기만을 기다려야 할까요? 3백여 

발의 로켓포를 쏘아대는 가자 지구의 하마스를 찾아가 제발 로켓

포 발사를 멈춰달라고 사정하며 설득해야 할까요? 

오후 6시 37분, 드디어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을 

결정하고 작전을 실행합니다. 이스라엘의 공격이 시작되자마자 하

마스 내무부 감독관 아비 압달라 라피의 사택이 폭격을 당했고 오

후 6시 47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대중 해방 전선 대

원 2명이 사망합니다. 그리고 오후 8시 25분,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항공기와 탱크 등으로 가자 전역 70여 군데에 흩어져 있는 하마스 

및 이슬람 지하드 표적을 공격했다고 발표합니다. 그 이후에도 하

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간간이 로켓을 발사하지만 대부분 이스라

엘의 아이언 돔에 의해 공중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저녁 10시 40분, 

이스라엘 군 당국은 ‘하마스가 이미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스라

엘은 강경 대응을 할 것이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을 받은 가자 지구 인근 마을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녁 11시 36분, 샤아르 하네게브, 아쉬켈론, 스

데롯에서 발생한 34명의 부상자를 긴급하게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1명의 이스라엘 군인이 파편에 다쳐 중상을 입었고, 9명은 보호 구

역으로 달려가던 중 파편에 경상을 입었으며, 정신적 고통에 떨며 

대피소를 찾지 못하고 있던 12명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게 됩니

다. 저녁 12시 28분,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쉬켈론에서 로켓 공격

으로 중상을 입은 60대 여성이 발견되었고, 40세의 남성과 20대 

두 여성은 파편에 부상을 입었으며 90세 여성과 두 명의 40세 남

성은 로켓이 터진 후 연기를 흡입해 호흡 장애를 겪었습니다. 새벽 

1시 10분, 바르질라이 의료 센터에는 67명 부상자가 속속 실려 왔

고 그중에 27명은 긴급치료를 받은 후 퇴원을 했지만, 나머지는 여

전히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새벽 1시 48분, 아쉬켈론의 

부서진 건물 곁 돌무더기에 깔려 있던 60세의 남성이 죽은 채로 발

견되었고, 새벽 1시 56분에는 하마스가 쏜 로켓에 파괴된 아쉬켈

론의 한 건물에 깔려 있던 남성과 여성이 발견되어 구출되었습니

다. 새벽 6시 40분, 총 10명의 부상자가 소로카 의료 센터로 대피

했는데 19살의 청년 남성은 수술을 받았고 나머지는 병원에서 공

포의 밤을 지새웠습니다. 오전 7시 49분,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간

밤에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 테러조직 소유의 건물

을 포함해 총 150개의 테러 표적을 공격했다고 발표합니다.

무엇이 진실인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난 11월 12일과 13일 사이에 이스라엘 

남쪽 지역과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듯이 이스라엘이 먼저 하마스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의 민간인 지역을 향해 3백여 발의 로켓을 

발사한 것입니다. 사실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 쪽을 향해 

로켓포를 발사하는 일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 로켓포를 발사해 왔죠. 단지 그런 사실이 우

리에게 보도되지 않았던 것뿐입니다. 우선 올해에 일어난 일을 보

겠습니다. 지난 5월 29일에는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로 70발의 

로켓포가 발사되었고, 7월 14일에는 174발의 로켓포, 11월 11일에

는 17발의 로켓포, 11월 12일에는 3백여 발의 로켓포가 날아왔습

니다. 2017년에는 어떨까요?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

해 날려 보낸 로켓포의 숫자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제가 

숨이 가쁠 정도로 단 한 차례도 로켓포를 쏘아 올리지 않은 달이 

이스라엘 본토 전체를 위협하는 하마스의 로켓 사정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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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으니까요.

왜 이런 사실을 우리나라 언론에선 보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날려 보낸 로켓포로 인해 이스라

엘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일까요? 우선 가자 지구의 하

마스가 날려 보내는 로켓포는 그다지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특정

한 장소를 향해 정밀하게 날아가서 폭격하는 유도 장치는 아예 존

재하지 않죠. 그저 하마스 쪽에서 발사한 로켓포가 그 자리를 박차

고 날아올라 이스라엘 쪽으로 향하기만 하면 되는 정도입니다. 그

러니까 이 로켓포는 민간인 지역이든 

이스라엘 군부대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야말로 무작위로 떨어지게 되는 것

이니 당연히 민간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에선 로켓포가 날아오면 시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리는 심장 떨리는 사

이렌이 울립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사

람들은 최대한 빨리 가장 가까운 대

피소로 이동해야 하는데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

다. 어떤 곳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지체하지 말고 곧바로 대피해야 하고 또 어떤 지역은 15초 내에 대

피해야 하는 곳, 30초 내에 대피해야 하는 곳, 45초 내에 대피해야 

하는 곳, 1분 내에 대피해야 하는 곳, 이렇게 비교적 자세하게 구분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텔아비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90초 내에 대피소로 이동했어야 했지만 최근에는 그 시간

이 1분 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텔아비브 사람들은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1분 내로 대피해야 한다는 얘기죠. 현재 이스

라엘은 지역별로 대피 시간을 촘촘하게 세분화해 놓았는데 현재는 

258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3천 개의 구역으로 나

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을 세분화하면 정말 로켓이 떨어

질 만한 곳에만 경보가 울리니까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가자 지구에서 약 1.5km 떨어진 

스데롯이라는 지역은 사이렌이 울리면 뛰어서 15초 내로 달려가 대

피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곳곳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대피소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이 항상 열려 있으며 며칠 

동안 먹고 잠잘 수 있는 비상식량 구호 물품들이 준비되어 있죠.

공포의 사이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참 잘해 놓았다. 적의 공격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다

르게 생각해 보면 ‘이런 곳에 살고 있는 이들은 얼마나 정신적으

로 고통을 받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해 보십시오. 물론 이스라엘 군인들

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

만 그리고 아이언돔이 날아오는 로켓

을 공중에서 폭파시켜 준다고는 하지

만 그래도 언제, 어디로 로켓포가 날

아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왜 없겠습

니까? 아무리 자주 듣는 사이렌이라 

할지라도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마다 

대피소로 뛰어 들어가야 한다는 공

포심이 얼마나 그들의 심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느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이렌이 울리면 

얼마나 공포에 떠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도 대피 

사이렌이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에 저도 놀랐지만 함께 있던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듯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미 그런 대피 사이렌 소

리쯤에는 익숙해져 있을 만한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사이렌이 울

리면 15초 내로 대피소로 뛰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제

대로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로켓포가 자기 집 안방 위로 날아

올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아이들의 교실 위로 날아올지, 남

편이 타고 나간 버스 위로 날아올지 모르는 그 공포감이 얼마나 크

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

어야 할까요? 하바 갓이라는 42살의 유대인 어머니는 9살짜리 아

들이 혼자 자는 것을 두려워하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날 땐 땀에 

흥건히 젖어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아이는 마당에 나가 누워 흙을 

덮는 기이한 행동까지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의 테러와 전쟁 희생자들을 위한 이스라엘 외상센터

의 연구에 따르면 가자 지구 인근 지역의 스데롯이란 마을 거주자

의 56%가 어떤 방식으로든 극심한 정신적 고통 즉 트라우마를 겪

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13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 중에 

3분의 1은 외상 관련 학습 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마을과 도시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가 두려워 마을을 떠난다는 것은 결국 하마스에게 

굴복하는 것이 되며 이들은 이 지역에 남아있음으로 하마스를 두

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끝까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자 지구의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 날려보낸

로켓포 숫자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숨이 가쁠 정도로

단 한차례도 로켓포를

쏘아 올리지 않은 달이 없었다

로켓 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혼비백산한 이스라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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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가자 지구에 살고 있

는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은 테러조직인 하마스와는 다르게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민간인 

지역에 이렇게 무작위로 로켓포를 쏘아대는 것을 모르고 있죠. 그러

면서 단지 이스라엘군이 대응 차원의 공격을 하는 것만 보고 이스라

엘에 대한 분노와 원망과 저주의 마음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자 지구의 아픔을 바라볼 때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과 가자 지구

를 장악하고 있는 테러조직 하마스와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고통받는 형제를 위한 기도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요청합

니다. 먼저 가자 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고통과 아픔이 치유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원망하기보

다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하마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마스의 공격은 절대로 정의

를 위한 것도 아니고 평화를 위한 것도 아니며 이스라엘의 민간인

들과 가자 지구의 민간인들 모두에게 똑같이 아픔과 고통을 더할 

뿐입니다.

오늘도 언제 어디서 로켓포가 날아올지 모르는 불안함 속에서 

시도 때도 없이 고막을 찢으며 들려오는 대피 사이렌 소리에 정신적

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한결같이 수십 년 전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 들었

어야만 했던 공포의 사이렌 소리를 오늘도 들으며 온몸을 사시나

무 떨듯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돌

아온 것을 후회하지 않고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

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

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

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그 땅에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직

접 경험하고 직접 목격하며 그로 인해 감사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

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가자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어린아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 어린아이들이 전쟁과 폭격의 공

포 속에서 비록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날들을 보내고 있기는 하지

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을 찾아가 치유하고 위로해 주셔

서 오늘 밤 편히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

오.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의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사

랑과 하나님의 정의를 깨달아 지금의 그 끔찍한 경험의 시간들이 

훗날 이스라엘의 평화와 인류의 평화를 위해 역할을 감당하는 인

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인간적인 동정심과 연

민의 마음으로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군을 잔혹하고 파괴적인 관점에서 보도하는 한국의 언론

들이 현상적인 것만 보도하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들을 집중적으

로 분석해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지를 제대로 보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현상적인 뉴스만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을 미워할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이 

뉴스와 보도들로 인해 한국 국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적대감을 

갖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테러조직인 하마스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들이 평화를 원하는 가자 지역의 민간인들 사이에서 

사라지도록 바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한국의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하마

스의 실체를 제대로 아는 분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죠. 이스라

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뉴스

가 보도될 때마다 곤혹스러워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 ‘너희들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잔인한데도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있

느냐?’ 주변에서 이런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제가 설명해 드리는 브래드 브리핑을 자세히 보시고 주변 

분들에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이게 진실이니까요.

가자 지구와 가자 지구 인근 이스라엘 지역에서 들려오는 폭격

과 희생자들의 비명 소식을 먼 곳에 있는 이 땅에서 듣고 있자니 

그저 가슴이 무겁고 아플 뿐입니다. 우리 브래드TV 시청자 여러분

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스라엘로 로켓을 발사하는 하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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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공동체에 대한 비방 기사가 실리다

이스라엘 신문 하모디아는 지난 10월 5일 발행한 신문의 첫 기사로 유명한 반선교단체인 야들라

힘의 성명을 내보냈습니다. 이 기사에서 야들라힘은 지난 초막절에 열린 예루살렘 행진을 기회 삼아, 

수많은 선교사가 유대인들의 기독교 개종을 선도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한 

선교 단체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인 ‘비전 포 이스라엘’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다. 야들라

힘은 앞으로 예루살렘 행진에 선교 활동이 절대 포함되지 않도록 예루살렘 시 당국 차원에서 막아주

기를 촉구했습니다. 비전 포 이스라엘은 매년 예루살렘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처음

으로 이스라엘 내 사역 단체들에 초점을 맞춘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기사를 통한 이번 공격은 비전 

포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형제들에게 대해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활동을 억누

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제목

●  비전 포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붙잡아 주셔서, 언론을 통한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사역과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이스라엘 신문 하모디아의 기사들을 본 사람들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이 기사로 인해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퍼지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중상과 비방을 퍼뜨리는 모든 언론과 입술을 묶어주시고, 오히려 메시아닉 유대인과 그들의 신앙에 대한 옳바른 사실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
│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메시아닉 공동체에 대한 비방 기사
-  유대 전통적 삽화가 담긴  

성경 출시 예정 
-  브엘세바의 중독자들과    

재활 사역을 위해서
-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야들라힘
-  메시아닉 유대인, 최고 랍비의  

반대로 유대묘지에 안장 못해
-  엔 케렘의 베잇 네타넬의 전도 소식
-  티베리아스의 새벽별 펠로십

글 임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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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전통적 삽화가 담긴 성경 출시 예정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사무실과 서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성서 공회는 지금까지 약 2백 년 간 이스라엘 땅을 지키며, 하나

님의 말씀을 알리는 사역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이러한 사역의 일환으로 새로운 버전의 성경을 제작하고 있는데

요. 현재 준비 중인 이 성경은 히브리어와 영어 본문이 함께 들어

가고 특별히 아름다운 삽화가 포함될 예정입니다. 삽화들은 모두 

메시아닉 화가인 엘하난 벤 아브라함 작가가 맡았습니다. 이스라

엘 성서 공회 빅터 칼리셔 대표는 성경에 삽화를 넣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시된 성경들을 보면 그 안에 

담긴 삽화들이 유대 문화에 맞는 정확한 삽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

번 성경에 담긴 삽화들은 모두 말씀에 뿌리를 둔 정확한 그림들이며, 성서 시대 당시의 문화적, 환경적 요소를 잘 담아냈습니다.” <예루살

렘 삽화 성경>이라고 불릴 이 성경은 2019년 초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기도제목

●   정해둔 기간에 맞춰 출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사전에 모두 차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필요한 재정을 모두 채워주셔서, 제작과 출판에 차질을 겪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이 성경이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전해지고, 특별히 삽화를 통해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모두 말씀을 더욱 친숙하게 여기

며 매일 읽어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엘세바의 중독자들과 재활 사역을 위해서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텔아비브 전도 센터와 브엘세바 재활원을 운

영하며, 이스라엘의 중독자들을 돕고 예수님을 전하는 단체입니다. 최

근 아비브 미니스트리가 안타까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브엘세바 재

활원에서 재활을 받던 중독자 4명이 재활 프로그램을 끝내지 못한 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사람들이 재활원을 떠나는 

이유 중 하나가 더 이상 약물치료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

니다. 심각한 중독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선 약물치료가 병행되는 것

이 좋지만 브엘세바 재활원은 공식 인증을 받은 기관이 아니며 스탭들 

중 의료진이 없기 때문에 약물치료를 시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브엘세바 재활원의 대표인 알렉세이 대표

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알렉세이 대표는 재활원의 중독자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돌보는 등 이 사역에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최근 큰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며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  브엘세바 재활원이 공식 인증 기관이 되어,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중독자들의 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알렉세이 대표의 지친 마음과 몸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을 더해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에 대한 확증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고 계속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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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유대인을 
유대교로 개종시키는 야들라힘

지난 10월 30일, 초정통파 유대교 신문인 하메바세

르 신문에는, 야들라힘이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

게 접근해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도록 회유했다는 기사

가 실렸습니다. “2017년, 기독교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

가 구출된 17명의 유대인이 올해 야들라힘과 함께 이스

라엘 여행을 떠났다. 메시아닉 사이비 집단에서 벗어난 

한 생존자는 이번 여행이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전했다. 생존자들은 여행의 마지막 장소로 통

곡의 벽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여전히 메시아닉 사이비 

집단에 붙잡혀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여행을 마무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야들라힘은 기독교와 메시아닉 공동체를 사

이비 집단으로 여기며, 메시아닉 공동체에 출석했던 유대인들을 회유한 것을 구출이라고 믿고, 회유된 유대인들을 생존자로 표현하고 있

습니다. 하지만 사실 야들라힘에 의해 예수님을 떠나게 된 유대인들은 살아난 생존자가 아닌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가 된 것입니다.

기도제목

●   회유된 모든 유대인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해주시고 야들라힘의 모든 악한 공작이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야들라힘으로 인해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더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야들라힘의 회유에 담긴 거짓을 

꿰뚫어 볼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메시아닉 유대인,       
최고 랍비의 반대로 유대묘지에 안장 못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사역 단체, 마오즈 이스라엘의 대표, 쉬라 소

르코 람은 지난 11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안타까운 소식을 올

렸습니다. 한 마오즈 스태프의 할머니께서 소천하셨고, 돌아가신 다음

날 곧바로 장례식이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최고 랍비 

위원회가 할머니의 신앙을 이유로 유대인 묘지에 그녀를 매장할 수 없

다고 결정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할머니의 시신은 그다음 날인 13일 비

유대인들의 시신이 함께있는 다른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의 모든 유대인은 장례 시 매장 비용을 내지 않지만, 유대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한 할머니의 경우, 유족들이 매장 비용을 따로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접한 쉬라 대표는 유족들을 돕기 위해 마오즈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묘지 구입비를 대신 내주었습니다.

기도제목

●  유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주시고, 이들이 예배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정부와 사회에 유대인으로서 속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최고 랍비 위원회를 비롯한 이스라엘 정부 기관에서 행하는 모든 부당 행위가 수면 위에 드러나 시정되고, 예수님과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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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 케렘의 베잇 네타넬의 전도 소식

메시아닉 유대인 라헬은 이방인 남편 길라드와 함께 엔 케렘에서 

‘베잇 네타넬’ 사역 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기도 편

지를 통해 베잇 네타넬을 방문한 두 유대인 가정에 대해 전해주었습

니다. 한 정통 유대교인 가정이 몇 달 전 베잇 네타넬을 방문했습니다. 

라헬과 길라드는 한 주간 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들의 간증을 많

이 나누었고, 유대교인 부부와 자녀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놀라워하며 

즐겁게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은 떠나기 전 라헬 부부를 자신

들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라헬 부부는 초대에 기꺼이 응했고 다른 손

님들과 함께 3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 뒤 

또다른 일반 유대인 가정이 베잇 네타넬을 방문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어머니는 뉴에이지 사상에 깊이 빠져있었습니다. 그들이 머무

는 동안 라헬은 자신의 간증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자세히 전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에 긍정적으로 반응했고, 라헬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제목

●  라헬의 간증을 들은 정통 유대교인 가정과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갈망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읽는 말씀과 지키는 전통  

가운데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예수님을 영접한 어머니를 보혈로 덮어주셔서, 뉴에이지의 거짓이 사라지고 오로지 예수님만 믿고 따르며, 이 어머니를 통해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티베리아스의 새벽별 펠로십

최근 메시아닉 공동체, 새벽별 펠로십이 기도 편지를 통해 메시아

닉 청년들과 전도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보내왔습니다. 최근 새벽

별 펠로십을 떠났던 청년들이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들 중 몇몇 청년들은 제자 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아직 돌아오

지 않은 청년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예수님께 돌아오라는 손

길을 내밀고 있다고 합니다. 새벽별 펠로십은 새롭게 준비 중인 전도

사역에 대해 나누었는데요. 보안상 구체적인 계획은 나누지 못하지만, 

지금이야말로 티베리아스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는 확답을 받

았다며 전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전도 사역을 위해 현

재 공동체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기도제목

●  아직 돌아오지 않은 청년들도 속히 공동체로 인도해주시고, 돌아온 청년들이 제자 훈련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

이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릴레이 기도 가운데 전도사역을 위한 주님의 지혜와 전략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이 부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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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를 비난하지 않겠다는 UN
국제기구 UN은 미국이 하마스에 대해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하

지 않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로켓을 반복적

으로 발사하고 폭력을 선동함으로써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린다”

고 비난하며 폭력 사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

다. 이 결의안은 찬성 87표, 반대 57표, 그리고 기권 33표를 얻었

으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채택되지 않았다. 니키 

헤일리가 투표 전 연설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테러를 비난할 수 없

다는 것보다 더 반유대주의적인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마스를 비난하는 이번 결의안의 채택 실패는 UN이 이

스라엘에 대한 편향을 갖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불러일으킬 것으

로 보인다. (FOX)

UN fails to condemn Hamas terrorism 
The UN failed to adopt a resolution drafted by the US con-
demning Hamas for “repeatedly firing rockets into Israel and 
for inciting violence, thereby putting civilians at risk” and 
calling for all militants to stop all violent actions. During the 
voting process, the resolution gained 87 votes in support of 
condemning Hamas and 57 against, with 33 abstentions. How-
ever, the resolution could not be adopted because it did not 
pass with a two-thirds majority. “There is nothing more an-
ti-Semitic than saying we cannot condemn terrorism against 
Israel,” Nikki Haley said before the voting process. The fail-
ure to adopt the resolution is likely to fuel further concerns 
that the UN body is uniquely biased against Israel. (FOX)

12월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글 이고은

    

이스라엘에 대한 편견이 UN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가운데 교회가  

이 불의를 인식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동맹으로 서기를 기도합시다.

As the UN bias against Israel has become an undeniable 
force behind its decisions, pray that the global church 
would recognize this injustice and stand with Israel as a 
spiritual 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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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유대주의가 일반화되고 있는 유럽
유럽 연합(EU)의 기본권 사무소(Fundamental Rights 

Agency)에서 EU 12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유럽

에 거주하는 유대인 16,500명 중 90%가 지난 5년간 반유대주의

가 증가했음을 느낀다고 대답했으며, 이중 40%는 안전에 대한 문

제로 이민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대인 10명 중 

8명은 늘어나는 반유대주의가 가장 큰 걱정거리라고 대답했으며, 

70%의 사람들은 반유대주의에 대한 EU의 대응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럽 위원회의 부의장 프란스 티메르만스는 반

유대주의를 질병이라고 부르며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들은 반유대주의를 항상 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UO)

Anti-Semitism ‘disturbingly normalized’ 
in Europe 
A survey published by the EU’s Fundamental Rights Agency 
showed that nearly 90 percent of 16,500 European Jews sur-
veyed across 12 EU countries felt that anti-Semitism has been 
on the rise in the last five years. In fact, 40 percent of that popu-
lation is considering leaving their home countries because they 
no longer feel safe. Eight out of 10 surveyed said they considered 
the rising anti-Semitism their number one concern and seventy 
percent said that efforts by the EU countries to combat this ris-
ing anti-Semitism were ineffective. Commission vice-president 
Frans Timmermans called anti-Semitism a disease and said that 
“those who appeal all the time to ‘Christian’ values… should 
forever distance ourselves from anti-Semitism.”(EUO)

2018.12.11 화/Tue

서안지구 내에 고조되고 있는 불안
팔레스타인 총격 테러 사건으로 인해 7명의 이스라엘 민간인이 

부상을 당하자 서안지구 내에 불안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스라

엘의 군사 당국자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하마스가 서안지구에서 

테러 공격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시도 중이며 서안지구에

서 긴장과 폭력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었고 이스라엘 연

합군은 이 지역의 테러 공격을 막기 위해 불법 무기를 압수해왔다. 

지난 8월에 삭감된 미국의 팔레스타인 지원 자금과 더불어 현재 서

안 지구의 실업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좌절

한 팔레스타인 청년들에 의한 테러 공격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JP)

West Bank unrest building  
Unrest can be felt in the West Bank after a drive-by shooting 
terrorist attack in Ofra left seven civilians injured. Israeli of-
ficials warned of the high probability of escalation in the West 
Bank months earlier as they said that Hamas was “trying very 
hard to carry out terror attack in and from [the West Bank].” 
The combined Israeli forces have been working to confiscate 
illegal weapons that result in shootings, which presents the 
main challenge to stopping terror attacks in the region. Since 
funds to Palestine have been cut by the US in August, un-
employment in the West Bank is the highest in the world and 
presents the concern that “the youth will go out and carry out 
attacks” as they lose hope and become more desperate. (JP)

    

유럽이 유대인 시민에게 지난 과거의 불의를 되풀이하지 않으며 기독

교인과 유대인 사이의 적대적인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Let’s pray that Europe would not repeat past injustices 
against its Jewish citizens and further solidify the histori-
cally hostile relationship between Christians and Jews. 

    

서안지구의 테러로 인해 폭력과 절망에 노출된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이

스라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하여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As Palestinians and Israelis in the West Bank face increas-
ingly violent and hopeless living conditions, let’s pray 
that a powerful move of the gospel would help them find 
peace and hope in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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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7 월/Mon

에어비앤비, 이스라엘 정착촌 숙소 명단 삭제
미국의 주택 임대 회사인 에어비앤비(Airbnb)는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위치한 숙소 명단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에어비앤비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불매, 투자 철회, 제재

(BDS) 운동의 일환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부인했지만, 정착촌 

숙소에 대한 이번 결정을 고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인권 단체

들은 수년 동안 에어비앤비의 이스라엘 정착촌의 숙소가 팔레스

타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에 기여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땅

과 자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법적인 행동을 지지한다고 주장해왔

으며 이들의 목소리가 이번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MEE)

Airbnb bans listings     
in Israeli settlements 
Airbnb, an American home rental company, has confirmed 
that it will suspend its listings located in Israeli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While the company denied the accusation that 
this was a part of the Boycott, Divestment and Sanctions (BDS) 
movement against Israel, it said it would still continue to work 
with its various stakeholders to implement its policy to remove 
about 200 Israeli settlement rental listings. The decision was 
driven by several years of advocacy from human rights groups 
that argue the settlement listings contribute to discrimination 
and rights abuses against Palestinians and supports “Israel’s 
unlawful confiscation of Palestinians land and other resourc-
es.” (MEE)

2018.12.19 수/Wed

이스라엘, 헤즈볼라 터널에 대한 국제 비난 촉구
최근 이스라엘 국경에서 헤즈볼라 공격 터널 4개가 발견되면서 

이스라엘과 미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 비상대책회의를 요청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는 국제사회에 레바논, 이란,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주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촉구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과의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벽을 세우고 있으며 헤

즈볼라가 무려 4년간 이 공격 터널을 팠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이런 행동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야 이 터널

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고 말했다. 이

스라엘은 UN에 헤즈볼라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WP)

Israel pushes for international   
condemnation of Hezbollah tunnels 
Israel and the US called an emergency session of the UN Se-
curity Council about the discovery of four cross-border attack 
tunnels built by Hezbollah and uncovered by Israel’s military 
in recent days. Israeli Prime Minister Netanyahu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hold Lebanon, Iran and Hezbollah 
accountable for the violation of Israeli sovereignty. Israel has 
been building a large concrete wall on the border with Lebanon 
to fortify the border but says Hezbollah has been digging these 
tunnels for four years. The military says that it had been aware 
of Hezbollah’s actions but only recently developed the technol-
ogy to precisely locate the tunnels. Israel called on the UN to 
condemn Hezbollah and increase sanctions on the group. (WP)

    

이스라엘이 치열한 적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동맹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구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when Israel is surrounded by fierce enemies, 
may it seek justice and righteousness in God more than 
any other friend or ally. 

    

세상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합시다.

Even when the world refuses to recognize Israel’s right 
to live in the land that God has set apart for them, let us 
bless the nation of Israel and ask God to continue His 
work in th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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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0 목/Thu

프랑스 유대인들의 이민
프랑스의 유대 공동체를 겨냥한 테러들과 반유대주의가 점점 악화

됨에 따라 많은 프랑스 유대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가운

데 이스라엘 정부는 이들의 이민을 장려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수만 명

의 프랑스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이주하도록 계획을 세우면서 언어, 교

육, 주택, 고용 등 적응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나프탈리 

베네트 디아스포라 장관이 인용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유대인

의 43%에 달하는 약 20만 명이 이스라엘로의 이민에 관심을 표명했

다고 한다. 베네트 장관은 “프랑스 유대인뿐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유

대인들은 이스라엘 국가가 그들을 두 팔 벌려 기다린다는 사실을 알았

으면 좋겠다”라며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TI)

Major influx of French Jews expected 
in Israel 
As many French Jews have become unsure about their future 
in France following a series of terror attacks against the Jewish 
community and general anti-Semitism in recent years, Israel 
is encouraging them to immigrate to Israel. As Israel is putting 
together plans to encourage tens of thousands of French Jews 
to immigrate, it is also preparing to “assist in absorption in all 
areas - language, education, housing, employment and more.” 
According to research quoted by Diaspora Affairs Ministers 
Naftali Bennett, 43% of French Jews, around 200,000 people 
have stated an interest in immigrating to Israel. Bennett stated 
“Every Jew in France should know, as should Jews anywhere in 
the world, the State of Israel awaits them with open arms.” (TI)

    

이스라엘의 우려와 모든 상황들로 인해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Israel’s every concern and issue would cause 
the nation to look upwards and find salvation in God.

    

많은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안정을  

찾는 것 뿐만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many Jews would continue to return to Israel 
and that they would not only find security in Israel, but a 
new life in Christ Jesus.

2018.12.21 금/Fri

시리아에서 미군 철수,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 사임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기로 한 결정에 대한 항의로 사임을 발표했으며 이

스라엘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 매티스는 다음 주 이란과 시리아 문

제에 대해 이스라엘 관리들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었다. 미군은 시

리아 동북부에 주둔함으로써 이라크와 시리아를 통과해 레바논과 

지중해까지 이르는 이란의 접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왔다. 시리아

에서 미국의 존재는 이란의 군사 노력에 큰 장벽 역할을 해왔기 때

문에 미군이 철수한다는 발표에 이스라엘은 우려와 실망을 표했다.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가장 견고했던 동맹국 없이 남겨진 것은 러시

아, 이란, 헤즈볼라의 승리로 여겨진다. (TI)

Mattis to cancel Israel trip over Syria 
pullout
US Defense Secretary James Mattis cancelled his trip to Israel 
after resigning from his position in protest to President Trump’s 
decision to pull US forces out of Syria. Mattis was scheduled to 
talk to Israeli officials about Iran and Syria in the coming week. 
US troops have been stationed in northeastern Syria, essentially 
blocking the Iranian access to a land-bridge from Iran through 
Iraq and Syria into Lebanon and the Mediterranean Sea. The US 
presence was seen as a major barrier to Iran’s military efforts in 
Syria and Trump’s announcement that American troops would 
be pulled out has caused concern and disappointment for Israel. 
Israel is left without its most staunchest ally in the Middle East, 
which is regarded as a victory for Russia, Iran and Hezbollah.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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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5 

이유경
브래드 미니스트리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인도자로 섬겨주는 분이 계십니다. 브래드TV 

3주년, 4주년 예배를 비롯해 브래드 아카데미에서도 매번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로 이스라엘

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이유경 자매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브래드TV의 다양한 프로

그램의 자막 작업을 도와주고 계신데요. 브래드TV의 숨은 조력자 이유경 자매를 소개합니다.  

1.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20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따라 찬양 사역에 헌신

하여 ‘한국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예배 사역 단체와 ‘예수전도단’, ‘CCM 콘서트’ 

건반 세션, 그 외 다양한 사역 안에서 건반으로 예배를 섬겨왔습니다. 그와 더불어 

국내와 해외에서 예배와 음악 관련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음악을 가르치고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역 안에서 예배의 참된 가치를 배웠고, 예배는 삶이

어야 하기에 예배하듯 삶을 살고, 삶을 살아가듯이 예배해야 하는 소중한 진리를 마

음에 새기고 살아가고자 합니다.

2.  김종철 감독과는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나요?

2008년 10월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스라엘 가을 절기 기간에 처음으로 이스라

엘에 갈 기회가 있어서 함께 갔던 팀들과 감독님이 쓰신 이스라엘 여행 가이드북인 

‘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책자를 들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통곡의 벽 

앞에서 팀원 중 한 자매가 통곡의 벽의 의미를 묻길래 감독님의 책을 보며 그 의미

를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우연히 김종철 감독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다가오셔서 그 

책이 어떠냐고 물어보셨고 책의 저자를 직접 만나게 되어 저희 모두 너무 놀랐었습

니다. 그날 감독님께서 선뜻 저희 팀을 위해 예루살렘 성벽 주변을 돌며 가이드를 

해주셨고 반나절 동안 유익하고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제 주변 

지인들과 함께 감독님의 사역을 위해 중보하며 감독님과 만남을 이어올 수 있었습

니다. 감독님이 브래드TV를 시작하신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연결점이 생겨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3.  이스라엘에 대해 깨닫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해온 교회들은 대체 신학으로 이스라엘에 대

해 거의 열려있지 않았던 교회들이었고 저 또한 이스라엘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가 2007년쯤부터 새로운 단체에서 예배를 섬기면서 이

스라엘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의 밀접

한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진리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뒤

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기회에 2008년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방문

했었는데, 이때 이방 민족은 이스라엘에 접붙임바되었고 그 뿌리인 

이스라엘을 외면하는 것은 영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것임을 깨달았습

니다 (로마서 11:17-18).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 나름

대로 여러 다양한 강의를 듣고 알아가면서 이스라엘에 대해 더욱 구

체적이고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바

른 시각을 갖게 되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쉽게 풀리지 않았던 의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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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풀리며 진리의 실제를 맛보게 되었고, 브래드TV를 통해 

다양한 이스라엘 관련 영상들을 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중보해야 할 이유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4.  브래드TV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2016년 11월부터 브래드 TV 워십을 섬겼었고 최근에는 영

상 자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 땅을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고 중보하는 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은 성경 말씀과 같이 한 마음과 한뜻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

하는 것이기에 참 기쁨이었습니다. 자막 작업은 처음 어빈 백

스터 목사님 시리즈로 시작해서 열방의 행진 컨퍼런스 그리고 

최근에는 마크 빌츠 목사님의 히브리어 강좌 작업을 하고 있는

데, 내용을 깊이 숙지하며 작업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영상을 

봐야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누리는 것 같아서 보람도 느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  브래드 아카데미에서도 찬양 인도를 해주고 계시는데  

찬양 인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와 비전을 나누어 주세요 

대학부 때 우연한 기회에 예배 인도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모로 많이 경험했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보다 전문적인 예배 사역으로 자연스

럽게 연결되었고 그 뒤로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예배 사역에 

건반연주자로 섬겨왔습니다.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배반주

자뿐만 아니라 예배인도자로 세움 받았던 첫 마음을 기억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마음과 예배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주셨습니다. 예배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확인했을 때 하나

님께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7장 9-10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땅에서는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영

원한 나라인 주님의 보좌 앞에서는 온 열방의 구원 받은 자들

이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감격 가운

데 거하게 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보좌의 영광을 

아주 미약하게나마 이 땅에서 열방에 흩어져있는 믿는 자들의 

연합을 통해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나오는 한 새사람으로서 연합의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그분을 

닮아가며, 한마음과 한 뜻으로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어가는 모든 자들이 영

원한 나라에서 예배를 꿈꾸고, 이 땅에서도 주님의 지성소 안

으로 들어가는 깊은 예배를 경험하게 하는 주님의 선한 통로

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6.  브래드TV와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가 있으신가요?

브래드TV의 소중한 영상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

님의 언약과 경륜에 대한 깨달음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읽고 너무 감동받았던 아브라함 헤셀의 저서인 ‘안

식’이라는 책자에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식일 속에 있다.” 이 글귀처럼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때와 절기를 통해 그분의 

시간 안으로 초대하셔서 그분을 누리고 수천 년간 그분의 사이

클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영적으로 아주 큰 의미가 있

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이방 민족도 역시 이스라엘에 접붙혀져 있기 때

문에 매 순간 그분의 뜻 안에 거한다면 하나님의 사이클 안에서 

그분의 시간을 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브래드TV

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

어 하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의 장자된 나라인 이스라엘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과 경륜이 어느 때에 와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을 향해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이 마지막 때와 얼마나 깊은 연관

성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브래드TV

의 프로그램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는 자들

에게 너무나 중요한 지침을 주는 귀한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7.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몇 년 전부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 최근 유튜브에 채

널 [Sharon worship piano]를 만들어 묵상과 기도를 위한 피

아노 음악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채널이 전 세계에 흩어져있

는 디아스포라,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 힘겹게 사역하시는 선교

사님들 그리고 골방에서 주님을 갈망하며 머무는 이 시대의 거

룩한 성도들에게 더 깊은 지성소의 은혜로 나아가는 기도와 예

배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며 온전한 겸손과 순종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2019년 한

해가 여호수아 3장 5-17절과 같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레위인

들이 요단강에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기

적을 본 것처럼 어디에서든지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고 믿

음과 참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는 한 해

가 되길 기대 

합니다.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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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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최대규모의 모의 군사작전 실시
2018년 9월 러시아가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사상 최대의 모

의군사 작전을 실시했다. 이 작전에는 러시아군과 중국군 수 십만 

명이 참여했다. NATO는 이 작전이 큰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예

행 훈련이라며 비난했다. ‘보스톡(Vostok)-2018’이라고 이름 붙

여진 이번 군사작전은 일주일 동안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 실시되었

으며 총 3십 만 명의 군인, 3만 6천 대의 군용차 그리고 항공기, 헬

리콥터, 드론 1천 대가 동원되었다. 러시아는 최근 자국의 군사력

을 높이고 과시하는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핵 재난 계획을 수정한 미국 정부
북한 핵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

은 미국의 큰 도시 60개에 대용량의 핵무기가 폭발했을 경우를 대

비한 핵 재난계획을 수정했다. 재난관리연구소 국장인 챔 댈러스

(Cham Dallas)는 “북한이 (미국의 핵 공격 대비를 위한) 계산을 

바뀌게 하고 있으며 이제 북한의 핵융합 물질을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재난관리청은 미국에 핵폭탄, 사이버 공격, 전자

기펄스 공격*, 생화학무기가 동시에 터졌을 경우의 시나리오를 고

려하고 있다.

*  전자기펄스 공격 : 전기·전자 기기를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강한 전

자기파를 발생시켜 기기나 인프라를 파괴하는 것

유례없는 대규모 전쟁
이란 대통령 핫산 로하니는 미국의 적대적인 정책이 유례없는 

대규모 전쟁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는 트

위터를 통해 로하니 대통령이 다시 미국을 위협한다면 역사적인 결

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는 로하니에게 이

러한 발언을 멈추지 않으면 지난 역사 가운데 목격하지 못했던 고

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신성로마제국

독일, 시리아에 병력 파견하나
독일이 최근 시리아에 군사 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하지만 사회민주당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연정에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다. 나치의 과거로 인

해서 해외군사 활동은 독일에서 인기 있는 주제가 아니다. 만약 독

일이 시리아를 향한 공격에 동참하게 된다면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큰 지지자인 러시아와 충돌 할 수밖에 없다.

 

미국에게만 안보를 맡길 수 없다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이 더이상 미국에게만 안

보를 의존할 수 없으며 방위에 대한 협의는 모든 유럽 국가와 러

시아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랑스는 자국과 독일이 우크라

이나의 해결을 위해 지지하고 있는 민스크 평화 협정(the Minsk 

peace agreement)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마크롱은 유럽 연합

이 더욱 긴밀히 통합하여 공동방위예산 및 안보 정책을 구축할 것

을 촉구하고 있다.

핵 협상을 이행하라
이란은 유럽에 2015년 체결된 핵 협상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촉

구했다. 지난 2015년 이란과 주요 6개국이 이란 핵 협상 합의를 이

루었으나 2018년 5월 미국 행정부는 이를 탈퇴했다. 이란 외무부 

장관 대변인 바흐람 거세미(Bahram Qasemi)는 “이란 핵 협상을 

협의한 다른 나라들이 이 협상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과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에 더 가속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

다. 미국은 2018년 8월,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가했다.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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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예언하고 있는 각 영역들에 대해 전 세계가 어떠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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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표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

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브루스 슈나이어의 신간
미국의 암호학자이자 컴퓨터 보안 전문가인 브루스 슈나이어

(Bruce Schneier)가 신간 “모두를 죽일 수 있는 클릭 한번(Click 

Here to Kill Everybody)”을 출판했다. 슈나이어는 이러한 제목

을 쓴 이유가 있다고 밝히며 우리는 이미 사이버 공격으로 차를 충

돌시키고, 발전소를 무능력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으며 

이러한 공격은 실행되기만 한다면 재앙적인 수준의 사상자를 유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을 통해 슈나이어는 우리의 모든 삶과 

연관되어있는 급속한 인터넷 확산의 위험성을 파헤친다.

현금이 없는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사회는 현금을 없애기 위해 다방

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을 보아 현금이 없는 미래가 펼

쳐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의 현금 사용률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상

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미 몇몇 나라들은 현금 없는 사회

로 들어가는 지점에 이르렀다. 아직 절반 이상의 나라들이 현금 사

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지만, 현금을 대체하기 위한 움직임

은 계속되고 있다.

 

모든 행동을 추적하는 구글
개인 보안 설정을 해 놓아도 구글은 여러분의 움직임을 기록하

고 있다. AP통신이 실시한 한 조사 결과 개인 보안 설정과 관계없

이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에서 작동하는 많은 구글 서비스가 사용

자들의 위치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구글 안

드로이드로 작동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20억 명의 사람들과 

구글 맵, 구글 서치를 이용하는 수억 명의 아이폰 사용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세계정부

새날이 열렸다
니키 헤일리 UN주재 미국 대사는 “트럼프 정부는 더이상 UN 

총회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팔레스타인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

해 불균형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투표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겠다”고 말하며 “UN에서 새로운 날이 열렸다”고 선포했다.

실패한 기후 예상
1988년부터 몇몇 과학자들은 기후적 재앙이 있을 것이라

고 예견했다. 앨 고어(Al Core)가 2006년 ‘불편한 진실(An 

Inconvenient Truth)’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기후에 

대한 전쟁에 가담한 이후 기후에 대한 거짓말은 점점 더 심해져 갔

다. 하지만 이들은 기후 재앙에 대한 자신들의 예측이 맞지 않을 

때마다 그 시기를 몇십 년씩 뒤로 미루며 이에 대한 답변의 책임을 

미루고 있다. 

사회주의자가 이끄는 UN인권위원회
UN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가 한 극단주의 사회주의자

를 UN인권위원회의 고위 공직자로 임명했다. 전 세계 글로벌리스

트와 공산주의자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UN의 이번 결정을 축하

했지만 UN주재 미국대사 니키 헤일리는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의 이번 임명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국은 UN인권위원

회가 서반구(the Western Hemisphere), 베네수엘라, 특히 쿠바

의 인권에 대해 거듭 실패했기 때문에 UN인권위원회를 탈퇴한 것

이라고 다시 한번 밝혔다.   

세계 종교

종교관용박물관
이집트가 첫 종교관용박물관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 박물관

은 고대 이집트 시대를 비롯해 이슬람, 콥틱, 유대 문명의 유물들이 

전시되고 종교에 대한 이슬람의 관용성과 이집트의 다양한 종교를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작년엔 이집트 타흐리르 광장에 있는 이집

트인 박물관에서 ‘하나의 하나님, 세 개의 종교(One God, Three 

Religions)’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렸었다.

 

연합감리교 토론
2019년 2월 세인트 루이스에서 열리게 된 연합감리교 총회 특

별 세션에서 동성애자 사제, 동성애 결혼, 동성애가 기독교의 가르

침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연합

감리교 내부에서는 연합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목소리와 각자의 

길을 나아가야 할 때라는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orld Review /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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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브래드TV 12월 프로그램 리스트 (11/2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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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메노라 치약과 다윗의 별 배즙

정상명, 김성문 대표

12/19

유대인을 사랑했던 
영국의 청교도들   

박계원 선교사

12/12

크리스천이 예언의 성취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  

드보라 가나니

11/28

-  이스라엘-사우디 리더십 타격… 
미, 중동평화안 타격 

-  이스라엘 정부, “미국의 북한   
비핵화 압박 매우 중요” 

-  이란 “이스라엘은 서방이 중동에  
세운 암 덩어리’ 

12/12

-  벧엘 인근 오프라에서 차량 이용한 
총기테러…21살 임산부 중상

-  이스라엘, 헤즈볼라 공격용 땅굴  
파괴 착수…‘북한 기술 이용한 듯’

-  이스라엘 장관, “이스라엘군 레바논
에 들어가 땅굴 손봐야”

12/5

-  헤즈볼라, 이스라엘에 경고 영상  
공개…공격하면 후회할 것

-  러시아 “시리아군, 이스라엘 전투기 
격추”…이스라엘 “부인”

-  이스라엘 경찰, 네타냐후 총리   
또 기소 의견 송치…’혐의 부인’

12/19

-  오프라 총기 테러로 21살 임산부  
신생아 결국 사망

-  서안 버스 정류장서 또 총기 테러… 
이스라엘군 2명 사망

-  예루살렘 올드시티서 흉기테러… 
이스라엘 경찰 2명 부상

12/5

-  예수 믿는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  야들라힘, 메시아닉을 유대교로  
회유 

-  메시아닉, 최고랍비 반대로   
유대묘지 안장 못해 

12/19

-  이스라엘 최초로 입양에 성공한  
메시아닉 가정

-  예루살렘 정의 기구, 어려움 속의  
여러 신자들 도와

-  반선교단체 야들라힘,   
하이파 메시아닉 단체 사역 방해

12/5

위태한 이스라엘 정부와 
중동 평화 협상

12/19

메시아의 초림과 재림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11/28

공포의 사이렌이 울릴 때 
그들은 모두 울부짖었다

12/12

니키 헤일리가 없는 UN, 
앞으로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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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  하마스와의 격렬한 충돌과 휴전으로 
인한 여파들

-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무기 강대국
이 될 수 있었던 이유 

- 중동의 역사를 바꾼 브엘세바 전투 

12/12

-  데이빗 프리드만 주이스라엘   
미 대사 단독 인터뷰

-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게 중요한 이유 

-  고레스 왕과 같은 트럼프 대통령 

12/5

-  예수님의 생애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한 헤롯 궁전의 발굴터

-  다윗 왕의 실재를 증명해주는 도시 

‘키르벳 카야파’

-  예수님이 걸으셨던 제2성전 바닥

12/19

–  헤즈볼라가 파놓은 공격용 터널 파괴
한 이스라엘군 

–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유대인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한 책

–  하누카와 트럼프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 1주년 기념

11/28

마태복음 13장

11/28

제9강 - 테트      ט

12/5

마태복음 14장

12/5

제10강 - 유드      י

12/12

마태복음 15장

12/12

제11강 - 카프      כ

12/19

마태복음 16장

12/19

제12강 - 라메드      ל

메
시
아
를

만
났
다

11/28

뭔가 숨기는 거 아닙니까?  
오므리

12/12

약쟁이가 되라고 
이스라엘로 오게 했나요? 

아비

12/5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다  
랜디

12/19

제 자신에게 경악했어요    
미치 글레이저

브래드TV 12월 프로그램 리스트

마크 빌츠의
히브리어

알파벳 

12/5

Church's Ministry Among 
Jewish People : Christ Church 

Alex Jacob

12/19

Aliyah

: fulfilling biblical prophecy 
Dvora Ganani-Elad

12/12

Prayer For Israel :
50 years of prayer

Derek 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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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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