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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래드TV 정기구독자 5만 명

2014년 8월 1일, 브래드TV가 첫 방송 한 이후 저희 사무실로 걸려온 전화 중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저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가정과 교회는 

이스라엘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요.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고 저를 

향해 비웃거나 비난의 소리를 하며 왕따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가 이상한 것인가? 정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고 속으로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저 혼자만 이

스라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브래드TV를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내가 잘

못 생각한 것이 아니었구나. 우리나라에서 나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참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너무 반갑고 안심이 됩니다.” 실제로 그

렇습니다.

제가 2010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제로 한 기독교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을 만들어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공개했을 때

만 해도 너무나 낯선 주제여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단성 있는 영화라고 비난까지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2014년, 이스라엘 선교 전문방송 브래드TV를 설립하여 처음 방송할 때만해도 하루에 시청자 숫자는 겨우 1천 명 남짓이

었지만 그 후로 시청자의 숫자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약 4년 반이 지난 2019년 4월 9일 현재 브래드TV의 정기 구독자 숫자

는 49,439명이 되었고 전체 시청자 수는 1천 42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브래드TV의 정기구독자가 약 5만 명이라는 것은 매주 저희가 이스라엘 관련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하면 정기적으로 시청하는 분들의 숫자가 5만 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정기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일부 

정치적 성향의 유튜브 채널에 비하면 그 숫자가 아직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문 방송 채널의 정기구독자 숫

자만으로 5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변화이고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 중에 과거와 달리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며 매주 이

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원하며 전 세계의 권위있는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에 대해 어떻

게 설명하는지 듣기 원한다는 뜻이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

는 분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고 있고 그 활동이 활발해 져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본인 혼자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 나만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고 위축되어 있는 분이 있다면 이젠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기도의 불씨가 들불 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갖지 않았던 성경

과 이스라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신학적 고찰들이 많은 신학자들 가운데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

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목회와 설교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런 신학적 흐름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와 신학계에도 강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교전문 방송 브래드TV는 그 흐름의 한가운데에서 발빠르게 소식을 전하며 많은 분들에게 이스라엘을 알리도

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브래드TV의 정기 구독자 숫자가 5만 명을 넘어 10만 명, 20만 명이 될 수 있

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후원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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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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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달 II 25 2 아달 II 26 3 아달 II 27 4 아달 II 28 5 아달 II 29 6 닛산 1 월삭

7 닛산 2 8 닛산 3 9 닛산 4 10 닛산 5 11 닛산 6 12 닛산 7 13 닛산 8

14 닛산 9 15 닛산 10 16 닛산 11 17 닛산 12 18 닛산 13 19 닛산 14 20 닛산 15

21 닛산 16 22 닛산 17 23 닛산 18 24 닛산 19 25 닛산 20 26 닛산 21 27 닛산 22

28 닛산 23 29 닛산 24 30 닛산 25

4월 아달II & 닛산

타즈리아 (임신하여)_ 레 12:1~13:59 / 왕하 4:42~5:19 / 겔 45:16~46:18 / 마 8:1~4, 요 6:8~13

페싸흐 I (유월절I)_ 출 12:21~51 / 민 28:19~25 / 수 3:5~7, 5:2~6:1, 27 

아하레이 모트 (죽은 후에)_ 레 16:1~18:30 / 말 3:4~24 / 요 7:1~52 / 히 9:11~28

페싸흐 II (유월절II)_ 신 14:22~16:17 / 민 28:19~25 / 사 10:32~12:6

메쪼라 (문둥병자)_  레 14:1~15:33 / 왕하 7:3~20 / 마 9:14~50 / 눅 9:51~10:42 

유월절 무교절 / Pesach 1

무교절 / 초실절 / Pesach 2
오멜데이 1

무교절 / Pesach 3
오멜데이 2

무교절 / Pesach 4
오멜데이 3

무교절 / Pesach 5
오멜데이 4

무교절 / Pesach 6
오멜데이 5

무교절 / Pesach 7
오멜데이 6

무교절 / Pesach 8
오멜데이 7

오멜데이 8 오멜데이 9 오멜데이 10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닛산 26 2 닛산 27 3 닛산 28 4 닛산 29

5 닛산 30 월삭 6 이야르 1 월삭 7 이야르 2 8 이야르 3 9 이야르 4 10 이야르 5 11 이야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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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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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이야르 21 27 이야르 22 28 이야르 23 29 이야르 24 30 이야르 25 31 이야르 26  

5월 닛산 & 이야르

아하레이 모트 (죽은 후에)_ 레 16:1~18:30 / 말 3:4~24 / 요 7:1~52 / 히 19:11~28

에모르 (말하여)_ 레 21:1~24:23 / 겔 44:15~31 / 눅 11:1~12:59

베훅코타이 (내 규례와)_ 레 26:3~27:34 / 렘 16:19~17:14 / 눅 14:1~15:32, 13:1~33

베하르 (산에서)_ 레 25:1~26:2 / 렘 32:6~27 / 눅 4:16~21

케도쉼 (거룩하라)_ 레 19:1~20:27 / 암 9:7~15 / 겔 20:2~20, 22:1~19 / 요 7:53~10:21

대체휴일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오멜데이 11

오멜데이 15

오멜데이 22

오멜데이 29

오멜데이 36

오멜데이 12

오멜데이 16

오멜데이 23

오멜데이 30

오멜데이 37

오멜데이 13

오멜데이 17

오멜데이 24

오멜데이 31

오멜데이 38

오멜데이 14

오멜데이 18

오멜데이 25

오멜데이 32

오멜데이 39

오멜데이 19

오멜데이 26

오멜데이 33

오멜데이 40

오멜데이 20

오멜데이 27

오멜데이 34

오멜데이 41

오멜데이 21

오멜데이 28

오멜데이 35



혹시 가족이나 주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지 못하

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분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동

참시키고 싶긴 하지만 딱히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안타까워한 적은 없으셨나요? 그

런 분들에게 이 글을 읽게 해 보세요.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를 일목

요연하게 잘 설명해 놓았습니다.

궁금한 적이 없으신가요?

어떻게 유대민족은 2천 년의 디아스포라 생활 후에도 유대민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

을까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고토에서 쫓겨나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열방으로 

흩어진 민족이 다시 자신의 땅으로 돌아와 국가를 세우고 언어를 부활시킬 수 있었을까

요? 어떻게 적은 수의 유대인들이 수많은 전쟁을 겪고도 살아남았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

게 소수의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2,400년 전에 이 모든 것을 히브리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

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이자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믿을 수 없으시겠다고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요? 구약성경은 2,400년 전에 기록되어 졌지만, 

유대 역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건국,
초자연적인가?

놀라운 우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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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날 주요한 사건들을 성경이 수

백,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실

제로 존재하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여졌다는 것이 아닐까요?

이미 성경에 대해 조금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상당히 많

이 알고 있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글에서 말

씀드릴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사실들을 깨닫고 수천 명의 유대

인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께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대 

역사와 성경의 예언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유대 역사에 함께 하

신 것인지 아닌지 스스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민족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이 영원한 민족이 될 것이라고 약속

하셨습니다. 그들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한 것이지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

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

리라.(창세기 17:7)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유대인들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예레미아 

31:35~37)

이 세상의 여러 민족 가운데 유대민족만큼 오랫동안 남아있

는 민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이 걸어온 역사와 그

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들을 보면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생존

했다는 사실이 더욱 놀라운 사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유대민족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이들이 온 열방에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신명기 28:64)

이 예언은 A.D.70년 제 2성전이 무너짐으로 성취됩니다. 유

대인들은 말씀 그대로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흩어지게 되지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보통 다른 흩어진 민족들은 약 3대에서 4대 

정도가 흘러가는 가운데 다른 민족으로 완전히 흡수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유대민족은 2천 년이 넘는 디아스포라의 기

간에도 정체성을 잃지 않고 구별된 민족으로 남아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유대민족을 향해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신명기 28:65~66)

역사를 들여다보면 흩어진 유대민족이 정착하여 번성하게 

된 나라마다 결국 유대인들을 거칠게 핍박하고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려 80개가 넘는 국가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고토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민

족보다 이곳저곳에서 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국가도 없고, 방어할 수 있는 무기도 없으며 숫자도 적은 유

대민족은 진작 지구상에서 없어지거나 다른 민족에 완전히 흡

수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유대민족은 유

대민족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

면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물론 유대인들도 왜 자신들의 역사가 이토록 많은 고통으로 

얼룩져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러나 이미 예언된 이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

로 여전히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끝이 있으나 유대인은 그렇지 않다. 

 다른 모든 권력과 힘들은 지나가나 유대인은 남아있다. 

 이 불멸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인가? 

 -마크 트웨인 

 유대인은 영원의 상징이다. 

 살육도, 수천 년 간의 고문도  그들을 파괴하지  못했으며 

 불도, 칼도, 종교 재판도 그들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릴 수 없었다. 

 유대인은 영원만큼이나 영원하다. 

 - 레프 톨스토이 (러시아를 대표하는 소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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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는 아브라함을 통해 유대민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3)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의 0.2%

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고토에서 쫓겨났었으며 전 세계 많은 사

람들의 경멸을 당했죠.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

님의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노벨상 수상자의 2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인구를 고려했을 때 이는 100배 이상에 

달하는 성과입니다. 유대인들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은 다 열거

하기가 힘들 정도이지만 몇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학 :  심박 조율기, 생명을 구하는 여러 백신, 페니실린과 폐

결핵을 치료하는 약 최초 발견, 항생제, 마취, MRI에 

쓰이는 기술, 항암 화학요법, 세동제거기, 아스피린
● 기술 :  인스턴트 메시징, 라디오, TV, 무선 통신에 쓰이는 주

요 기술, GPS, 핸드폰, 태양열 발전, 컬러 사진, 리모

컨, 가상현실 
● 농업 :  하버법 (비료 합성에 중요한 암모니아를 공업적으로 제

조하는 방법), 유전공학, 점적관개
● 과학 :  DNA, 원자구조, 양자역학 분야에 대한 획기적 발명으

로 노벨상 수상 
● 그 외 발명품 :  청바지, 재봉틀, 마이크, 볼펜, 스테인리스강, 

신호 등

과학, 의학, 기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끼친 유대인의 기

여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구하고 수억만 명의 삶을 향상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예언하셨습

니다. 적은 무리이며, 흩어지고, 핍박당한 작은 민족이 전 세계

에 축복이 되리라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러한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그분의 성품
과 뜻을 알리도록 유대인을 부르셨습니다. (신명기 
4:5~6)

비록 유대인들이 이 부르심을 항상 잘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성경의 가치가 널리 퍼지도록 노력했습니다. 민주주의, 

생명에 대한 존중, 인간 존엄성, 사회 정의, 인권, 평화, 교육, 재

산권, 정직함 등이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비롯된 것들이죠. 

이러한 가르침이 없었다면 세상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한 나라의 문화가 유대-크리스천의 가치의 영향을 받기 전

후로 얼마나 다른지 직접 찾아보십시오. 전 세계의 많은 문화가 

그 당시에는 선진화된 것처럼 보였어도 성경의 도덕적 교훈의 

영향을 받기 전에는 아이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인육을 먹고, 

수간을 아무렇지 않게 행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항상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때가 많았

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민족과 영원한 언

약을 맺으시고 전 세계에 축복이 되게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을

까요? 유대인들이 다른 민족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일까요? 아닙

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유대민족을 사랑하심으로 말미

암았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7:7~8)

 히브리 민족은 그 어떤 민족보다 문명에 크게 기여했다. 

 그들은 이 땅에 살았던 어떠한 민족 중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이며 고대와 현대의 어느 민족보다 인류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왔다. 

 - 존 애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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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고 돌보시며, 모든 

이들이 그분을 알길 바라십니다.(이사야 45:22, 49:5~8, 그 

외에도 수많은 구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축복하시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길을 드러내시기 위해 유대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신 것뿐

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그분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보여주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
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창세기 12:3)

역사는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의 요소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각 나라들의 태도가 그

들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먼저 고대 역사에서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족속들 뿐 

아니라 유대민족과 비슷한 시기에 생겨난 수많은 민족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유대민족만 지금까지 살아남았

으며 이들을 죽이려 했던 다른 민족들은 그렇지 못했을까요?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중세시대 당시 대부분의 유럽국가는 유대인들을 심하게 핍박

했습니다. 그 당시 역사를 보면 유럽은 분열되고 혼란이 계속되

었습니다. 치명적인 전염병이 창궐하고 문화적, 지적 영향을 거

의 끼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중세시대에 유대인들은 이슬람 세계에서 평화와 안정, 

존경을 누렸습니다. 이때가 이슬람의 황금시대였다는 것은 그

저 우연일까요?

대영제국 영국은 과거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국가입니다. 

영국이 밸푸어 선언을 하기 2년 전 영국은 정점을 찍을 정도

로 번성했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며 세계에서 가

장 거대한 제국을 이룬 것이죠. 그러나 세계 1차, 2차대전이 끝

나고 영국은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한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 후 

1945년과 1965년 사이에 영국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숫자

는 7억 명에서 5백만명으로 급감하게 됩니다. 한때 대영제국이

라고 불리던 나라가 유럽의 환자로 전락한 것이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

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현재 가장 축복받은 나라와 저주받은 

나라를 살펴봅시다.

2011년, UN의 인간개발보고서에 따르면 무슬림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가들은 사실상 모든 사회, 경제, 교육 지표에서 다

른 나라보다 뒤쳐진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문자해독능력

과 빈곤 수치에서도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슬람 국가들이 유대인에게 호의적이었을 때에는 황금기를 누

리지 않았었습니까? 하지만 최근 대다수의 이슬람 세계는 이스

라엘을 파괴하는 목적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건국 초기부터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유대인들

을 축복해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든지 미국은 역사상 가장 축

복받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역사뿐 아니라 현재 상황도  유대인을 대하는 한 국가의 태도가  

 그 국가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여준다. 

 나는 창세기 12장 3절의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 

 -데니스 프래거 (미국의 가장 유명한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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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쉘의 추수 공동체는 이스라엘 아코에 위치해 있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신

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코는 사사기 1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셀 지파가 그곳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아코는 북서

쪽에서 이스라엘로 연결되는 전략적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지요. 

2000년도 즈음 이곳에서 저희는 기도와 중보, 봉사에 중점을 둔 작은 가정 그룹을 시작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24시간 기도와 예배를 이어가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2005년, 건물은 구해지지 않았지만 아쉘의 추수 공동체를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계속 건물에 대해서 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에 살고있는 한국인 젊은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한 장소를 임대해서 저희 공동체의 예배를 위해 쓰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믿음의 발걸음

몇 년이 지나고 저희는 하나님께 건물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큰 발걸음과도 같았죠. 저희 공동체의 성도들은 대부분 아주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

고 이스라엘의 은행 또한 비영리단체에게 큰돈을 대출해 주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믿음으로 어린아이들에게도 간식 먹을 돈을 헌금으로 드리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시간, 부탁받지도 않은 세 명의 

후원자가 전화를 걸어 건물 구매을 위한 돈을 헌금한 것입니다. 

2008년, 그렇게 저희는 새 건물을 구입하고, 공사를 한 뒤 이곳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많은 어려움, 승리, 후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으

로 그분은 저희를 통해 아코와 주변 지역에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최근까지는 유대인과 아랍공동체 안에서 낙태로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구하는 사

역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봉사를 위한 상담자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

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텔아비브 아웃리치2아쉘의 추수공동체가 사역하고 있는 아코 지역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메시아닉 사역 단체

아쉘의 추수 공동체
Harvest of Asher

낙태 방지를 위한 사역

공동체 건물의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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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직접 송금하실 때에는 한국 쪽에서도 수

수료가 발생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찾을 때도 수수료가 발생합

니다. 이 돈을 절약하기 원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브래드TV가 대신 직접 찾아

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

하나님께서는 저희 사역의 지경들을 보여주시는데 그중 가장 멋진 일은 어린이 사역입니

다. 2012년, 학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방과 후 어린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스포츠와 미술, 

음악 교육으로 성경적 가치를 심어주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으며 갈릴리 서쪽

에 사는 메시아닉 유대인 어린이들, 아랍 크리스천 아이들 및 많은 이들이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슈아를 믿지 않는 가정과 특히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아

이들도 이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함께 교제하

고 관계를 가지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번 연도에 바뀐 토지사용제한법으로 인해 같은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계속하

기가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인접한 곳에 있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고 신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을 원래대로 실행할 

수 있으며 이미 진행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확장하고 청년들을 위한 더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성도분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공동체의 리더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현재 3쌍의 부부가 장로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방향성과 지혜를 위해 항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공동체의 사역을 위한 문들이 열리고 하나

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확장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 충실

한 청지기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이 코헨 드림 / 아쉘의 추수 공동체 대표

후원방법

1. 직접 이스라엘 아쉘의 추수 공동체에 후원금을 송금할 때

Swift Code  : TIBBUS44
Swift Bank Name  : TIB
Beneficiary Bank  : First National Bank of Steeleville
Account Number  : 1028018
Beneficiary  :  Harvest of Asher USA,  

Account 1207784

후원 홈페이지 주소 : http://harvestofasher.org/donate/

입금 하실 때 ‘가이 코헨’으로 입금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NH농협  /  계좌번호  301-0237-1849-41

예금주 브래드TV선교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물품이 있는 곳

헌금하는 아이들의 모습

건물을 위한 아이들의 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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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렌 실버 
Keren Silver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약속의 땅에 그분의 백성을 다시 모으시며 주님을 찬양하고 

열방 가운데 그 이름을 높일 메시아닉 유대인 찬양 사역자를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예슈아

의 보혈로 정결케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특별한 은사를 받은 이들의 삶과 음악을 통해 유

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배 인도자이자 싱어송라이터인 케렌 실버는 2008년 뉴질랜드 출신의 스테판 실버와 결

혼한 뒤 하이파에 신혼 둥지를 틀고 슬하에 세 딸을 두었다. 케렌은 이스라엘 성경 대학교에

서 메시아닉 상담 석사 학위를 받아, 전국의 신앙 공동체를 섬기는 상담 센터를 운영 중이다. 

부부는 함께 케렘엘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로부터 땅끝까지 열정적으

로 전하고 있다. 

꾸준히 함께 예배하고 찬양해온 음악가 가정에서 자란 케렌 실버는 늘 노

래를 불렀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3세의 나이에 첫 곡을 썼다. 그 후 점차 이스라엘 전국을 넘어 미

국, 캐나다, 유럽, 아시아, 호주 등지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다. 케렌 실버의 

곡들은 여러 앨범에 수록되었으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불리

고 있다. 16세 때 케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은사를 세상에 나눠주도록 부르

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하지만 주목을 받는 게 꺼려지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에 수년 동안 주저하다가 마침내 본인이 쓴 12곡이 담긴 <영광을 

보이소서> 앨범을 녹음하고 출시한 것이 2014년이었다. 이 앨범에서 수록된 

“내 구원의 하나님”, “거룩하신 주”는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다.

글/ 고병현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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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의 왕
케렌은 그걸로 끝이겠지 했다. 두 번째로 낸 앨범 <영광의 왕>도 그녀의 아이디어가 아니었다. “두 장의 앨범은 하나님께 순복하고 

제게 주신 은사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신실하게 쓰려는 갈망에서 나왔어요. 전 세계의 성도들, 특히 이스라엘의 믿는 이들을 축복하라

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를 말이죠.” 히브리어, 영어와 불어로 구성된 두 번째 앨범의 많은 곡들은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탄생했

다. “사산을 겪었어요. 제 평생 가장 힘든 일이었죠. 자아가 완전히 부서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가 어려울 정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담은 노래들을 주기 시작하시고, 제가 있던 어둡고 힘든 곳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

주신 것 중 한 가지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왕이시라는 거에요. 저에게 당신을 알고, 당신처럼 되고 당신의 영광

에 참예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임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죠. 여기엔 또한 그분의 고난을 아는 것도 포함돼요.” 그때서야 케렌은 다

시 노래를 시작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래전에 써둔 곳이자 케렌이 가장 좋아하는 곡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12번 트랙>을 완성해

서 불렀다.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
“그런 비극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제 머리를 들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셨어요. 제 기분과 환경에 무관하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왕이신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동시에 깊고, 제 인생을 바꿔놓는 진리

였어요.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변하고 불안정해 보이지만, 주님께선 변하지 않으세

요. 주님께서는 스스로 계시는 만군의 주시라고 저의 노래에서 선포하는 것처럼요. 그

래서 이 앨범을 ‘영광의 왕’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하나님께선 영광의 왕이시니까요.” 

그녀는 메시아닉 프로듀서 ‘아비 페로딘’과 팀을 이뤄 첫 데모 녹음을 시작했고 이스

라엘 전역의 최고 뮤지션들이 참여했다. 출산 전에 앨범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였다. 하

지만 예상치 않게 케렌의 목소리에 문제가 생겼고, 여러 전문의가 그녀의 성대를 살펴

봤지만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도 임신 중의 호르몬 때문일 것이라는 견해뿐이었다. “끔찍하고 정말 무서웠어요. 제 마지막 

보컬만 빼고 녹음을 끝냈는데, 노래를 할 수 없어 멈춰야 했던 거죠. 앨범 출시 계획을 보류해야 한다는 건 힘 빠지는 일이었지만, 돌아

보면 저를 침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빡빡한 스케줄로 앨범을 녹음한다는 것은 스트레스가 쌓이는 과정인데, 

이렇게 인도하시니 한 걸음 물러서는 것밖에 도리가 없었죠.”

한편 이스라엘 전역의 뮤지션들이 이 앨범에 참여했는데, 그 중에는 케렌의 동생 다비드 세귄이 있다. 다비드는 케렌의 첫 번째 앨

범에도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그가 쓴 두 곡 <할렐루야-4번 트랙>과 <주님을 구하는 세대-9번 트랙>을 녹음했는데 이미 이스라엘 전

역의 공동체에서 불리고 있는 곡이다.

치유의 찬양
“막내 셀라가 태어난 뒤, 저는 마지막 보컬 녹음을 하기 전에 노래를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눈물이 났어요. 아파서 그런 게 아니

었죠. 성령이 임하셔서 제 영을 씻으셨고 엄청난 치유가 일어났어요. 많은 경우에 저는 녹음을 하면서 셀라를 안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아기가 잠잠하고 조용히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도 사용해서 저를 치유하셨어요. 아기를 잃고 보낸 어

두운 시간을 빠져나와 노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이요. 갓 태어난 아기를 두 팔에 안고 스튜디오에 서 있는 기분은 정말 굉장했어요.”

타고난 은사와 오랜 경험을 통해 단련된 그녀의 목소리는 깊이와 힘이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력 있는 탄원이자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회개와 감사를 촉구한다. 

“두 번째 앨범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너무나 기대돼요. 우리가 주변 상황과 무관하게 일어나 영광의 왕께 합당한 찬양과 경

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이 앨범의 제작 과정을 통해 케렌은 영혼에 굉장한 치유를 받았다. 이 앨범에 실린 곡을 듣는 이들

이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케렌의 말처럼, 전체

적으로 편안한 이 앨범의 감성이 한국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와 치유를 가져오길 바란다. 

케렌 실버의 두 번째 앨범 <영광의 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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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브 미니스트리를 후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는 마약 중독자, 매춘부, 노숙자들이 거리에서 죽어가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브래드 미니스트

리는 지난번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사회의 가장 약자인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메시아닉 사역 단체 아비브 미니스트리를 만났습니

다. 이들과 함께 텔아비브 거리를 돌아다니며 마약에 찌들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사람들과 거리에 버려진 마약 주사기들, 다리에 

수없이 주사를 꽂아 다리가 퉁퉁 부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비브 미니스트리는 이들에게 음료수를 

건네며 예슈아의 복음을 전하고 식사와 간단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아비브 미니스트리

의 도브 비커스 대표에게 브래드TV로 전달된 후원금 2천 달러를 전달하였습니다. 아비브 미니스트리의 자세한 사역은 곧 브래드 쇼를 

통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거리에서 사역하는 모습 

아비브 미니스트리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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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화가, 에이미 시트리트
그림을 만나보세요 

브래드쇼 147회에 소개되어 큰 호응을 얻은 메시아닉 화가 에이미 시트리트의 그림을 브래드 스

토어에서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예슈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한 에이미는 예슈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약의 예언서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쓰여진 그

림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슈아 말씀, 사랑, 은혜에 대해 그림을 그리는 에이미는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려도 예슈아의 충만함을 다 그릴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요. 자신이 만난 예슈아의 

빛을 모자이크 기법의 그림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작품들은 지난번 브래드 스토어에서 단숨에 품절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요청으로 

40점을 다시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브래드 스토어에서 확인해 주세요!   

토라 스크롤 

이제 브래드 미니스트리 사옥에서 실제 토라 스크롤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토라 스크롤은 모세 5경을 양피지에 히브리어로 한자 

한자 직접 기록한 것입니다. 첫 토라 스크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은 인쇄되어진 토라 스크롤도 

제작되고 있지만 직접 사람이 정성 들여 기록한 말씀은 특별합니다. 이스라엘 선교회로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토라 스크롤에 대한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가이 코헨 메시아닉 목사님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에서 한국까지 기쁜 마음으로 토라 스크롤을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많

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1층 코텔홀에 전시해 놓을 예정이니 방문해 주십시오.  

왼쪽부터 믿음, 소망, 사랑의 석류  / 창조의 메노라  / 풍랑 위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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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청년들의 성공적 군대 생활을 돕는
네티바의 네쪼르 프로그램 

이스라엘에서 자란 조엘 골드버그 대표는 메시아닉으로서 힘든 시절

을 거쳐왔고, 성장하면서 친구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중학생부터 군 복무를 마친 이

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을 일궈오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되고, 이 시간 동안 메시아닉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도전과 저항에 부딪히며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메시아닉 청년들은 영적 메마름, 성적 순결에 있어서 끊임없는 유혹, 어

떻게 복음을 전하는 빛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의 세 가지 도전을 마주

한다. 네티바는 매년 총 22번의 컨퍼런스, 캠프, 프로그램들로 청소년들

의 영적 신병 훈련소를 자처해 섬기고 있다. 군입대 직전의 고교 졸업생들을 위한 네쪼르 프로그램은 골란 고원 야외에서 진행되며 이들

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있다. 올해 여름에도 60~70명이 네쪼르 훈련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 네티바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시선으로 젊은이들을 바라보고 지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네쪼르 프로그램에 많은 청년들이 참석하고, 수료한 이들이 군대에서의 위험한 유혹들을 이겨낼 뿐 아니라 많은 동료를 빛으로 인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전국의 많은 공동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를 위한 비전으로 연합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메시아닉 청년들의 성공적 군생활을 돕는  네쪼르 프로그램

-  시당국의 부당한 고소를 이겨낸 하이파 베데스다 공동체

-  정통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24시간 온라인 방송  

예슈아 하이

-  이스라엘 메시아닉 음악의 아버지 다비드 로덴의 <메시아> 

공연 계획

글/ 고병현

-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샤베이 찌온의 가족의 날 행사

-  대학생 선교단체 FCSI, 테크니온에서 존 레녹스 교수 

초청 강의

- 전도 사역 단체 Jews for Jesus 통해 알콜 중독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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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유대인들의 회심을 위해 기도하는
24시간 온라인 방송, 예슈아 하이

2010년,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한 프로젝트로 개설된 예슈아 하이 TV

는 복음을 100% 히브리어로 전하는 24시간 인터넷 방송국이다. 현재 예

슈아 하이 TV는 48시간 분량의 컨텐츠를 반복 재생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컨텐츠가 이스라엘 국내에서 제작되고 있다. 올해는 여기에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13시간 분량의 컨텐츠를 추가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예슈

아 하이 TV를 통해 사회적 부담 때문에 호기심이나 탐구심이 생겨도 쉽

게 액션을 취할 수 없는 정통 유대교인이 예슈아께서 메시아 예언을 성취

하셨다는 설명이나 다른 유대인들의 간증을 들어볼 수 있는 것이다. 예슈

아 하이 TV는 이러한 정통 유대교인들의 회심에 집중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동체와 사역 단체들이 연합하고 이스라엘

의 일반 대중들 사이에 예슈아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뀌며 결국 온 

이스라엘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다.

 ● 예슈아 하이 TV 팀이 늘 새롭고 효과적인 사역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영상을 제작하는 많은 이스라엘의 단체들이 이 방송국에 컨텐츠를 제공함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을 위해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정통 유대교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슈아 하이 TV를 보고 거듭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시 당국의 부당한 고소를 이겨낸
하이파 베데스다 공동체

베데스다 공동체는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모임을 가지며, 예배를 위

해 위층의 커뮤니티 홀을 사용하고 입구가 따로 있는 지하실은 아이들

을 돌보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시청 조사관은 이곳

을 어린이집 혹은 유아원이라고 부르며 재산세를 부과하고자 했으며, 이

에 공동체가 시 당국을 고소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시 당국은 

이것을 사업으로 간주했지만, 법원은 결국 공동체의 편을 들어주어 이 

유아실이 베데스다 건물의 일차적 용도인 예배와 불가분한 것이라고 판

결했다. 시 당국은 지방 법원의 판결을 두고 이스라엘 대법원에 상고하려 했지만, 대법원이 시 당국의 요청을 거부했다. 베데스다 공동체 

측의 마빈 크레이머 변호사는 이 판결이 다른 공동체들을 위한 선례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려운 공방 끝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베데스다 공동체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 이 사건으로 인해 공동체가 더욱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오로지 예슈아만 의지하도록 기도합시다. 

 ● 베데스다 공동체가 자신들을 공격해 온 이들에 대해 더욱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하이파 사회에 예슈아를 바로 보여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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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메시아닉 음악의 아버지,
다비드 로덴의 <메시아> 공연 계획

이스라엘 대중들에게 히브리어로 된 높은 수준의 클래식 음악을 선사하는 비

영리 단체 ‘캄티’의 다비드 로덴 대표는 작곡가요 지휘자이자 가수이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그는 2007년 최초로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히브리어

로 시연한 것으로 특히 유명한데, 30년 이상 해안 도시 네타냐에서 목회를 하면

서 한국에도 알려진 곡 ‘람 베니사’ 등 수많은 찬양을 작곡하며 이스라엘 메시아

닉 음악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왔다. 2007년 이후 그는 텔아비브, 오르 아키바, 

예루살렘 3개 도시에서 공연을 했지만, 2019년에는 더 남쪽에 있는 기브앗 브

레너 키부츠에서 네 번째 공연을 기획하여 많은 관객들과 새로 만나볼 계획이다. 

또 올해는 이 공연에 450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무료로 초대해 예슈아의 

용서와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 로덴 대표와 음악 사역 단체 캄티를 통해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이미 오셨음이 더욱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몇 안 남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메시아의 기쁜 소식을 음악으로 듣고, 평생의 상처가 씻기며 자유를 얻고 이 땅을 떠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신규 이민자들을 위한
샤베이 찌온의 가족의 날 행사

샤베이 찌온 공동체는 2001년 레온 마진 목사 부부가 개척했는데, 성도들의 

99%가 러시아어를 쓰는 구소련 지역 출신이다. 구제와 교육, 미디어, 신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 나사렛 지역에 지교회를 

개척하는 등 사역의 열매도 풍성하다. 이스라엘의 가족의 날인 시밧월 30일이 올

해는 2월 5일이었는데, 이날 샤베이 찌온 공동체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한 행사를 

마련했고 그 자리에는 말 그대로 방금 이스라엘에 도착한 가족들도 많이 참석했

다.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일자리와 집을 구하는 과정은 거의 

모든 이민자가 겪어야 하는 실질적 어려움이지만 사랑하고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가족들이 함께 한다면 어떤 스트레스나 어려움도 극복하기 쉬워지기에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되도록 만든 자리였다. 재미있는 대회와 노래자랑, 맛 좋은 다과

로 예쁜 잔치 자리를 꾸몄지만, 중점은 기도와 성경을 통해 본 가정에 대한 메시

지에 있었다.

 ● 샤베이 찌온 공동체가 전한 복음의 메시지와 손길을 통해 두려움과 기대감 속에 있는 이민자 가정들이 약속의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부모와 자녀가 샤베이 찌온 공동체에서 한마음으로 예슈아를 섬기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러시아어를 쓰는 이 공동체 성도들이 빨리 히브리어를 익히고, 이스라엘 사회에 스며들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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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사역 단체 Jews for Jesus 통해
알콜 중독 극복

전방위적인 유대인 전도를 진행하고 있고 영화 <회복>에서도 거리 전도로 진

한 인상을 남긴 Jews for Jesus는 1970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설립되어, 

현재 캐나다, 남아공, 호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에서 사역

하고 있다. 얼마 전 텔아비브 사무실로 한 크리스천 여성이 전화를 걸어 알콜 중

독자인 자기 아들, 삼손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재활 센터를 추천해 달라고 했다.  

전화를 받은 간사는 마침 자신이 일하는 곳이라며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후 

아들과 통화를 했다. 간사는 삼손에게 중독자 출신으로서 자신의 간증을 들려주

며, 예슈아께서 자신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셨다고 말했다. 그러자 삼손은 시도

를 해보기로 했고 간사는 그를 센터로 데려갔다. 둘은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

고, 간사는 그가 죄라는 개념과 대속 제물 되신 예슈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줬다. 재활 센터 생활과 매일 성경 읽기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삼손은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와, 예슈아를 마음에 영접하고 싶으니 기도를 해달라고 했다.

 ● Jews for Jesus의 리더십과 스태프에게 섬김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 삼손 및 재활 중인 다른 여러 유대인의 망가진 몸이 회복될 때 영도 함께 살아나도록 기도합시다. 

 ● 외로움과 공허감 속에서 마약과 알콜 등 해로운 것들로 삶의 고통을 잊으려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Jews for Jesus  

전도자들 속에 충만한 예슈아의 사랑이 보여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대학생 선교단체 FCSI, 
테크니온에서 존 레녹스 교수 초청 강의

이스라엘의 대학교 캠퍼스마다 지부를 두고 있는 FCSI가 옥스포드 대학교의 존 레녹스 교

수를 초청해 하이파 테크니온에서 “과학이 하나님을 매장시켰는가?”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열

었다.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으며, 무신론만이 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입

장이라고 믿는 이 시대에 과학과 무신론의 관계를 자세히 논했다.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으러 왔고, 추가로 90~100명 가량이 인터넷 생방송으로 보았으며 홀은 가득 차서, 많

은 이들이 바닥에 앉거나 강의 내내 서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FCSI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슬람, 

유대교, 전통적 기독교, 무신론 등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찾아왔다. 또한 아랍어 그룹과 히브

리어 그룹의 리더들이 각각 나와 강의 전에 FCSI 사역을 소개하고, 두 언어권 그룹이 함께 예

슈아를 믿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 이번 강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많은 이들의 심령에 열매 맺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 FCSI 리더십과 학생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관심을 표한 학생들에게 말보다도 행동으로 예슈아를 나타내 보일 수 있게 기도합시다. 

 ● 온라인에 게시될 예정인 강의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진리를 듣고 구하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브래드 브리핑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두고
갈라지는
양과 염소 

지난 2월 13일과 14일, 이틀간 폴란드 바르샤바에서는 60여개국이 참가한 중동 컨퍼런스가 열렸었습니다. 이 회담의 정식 이름은 

‘Ministerial to Promote a Future of Peace and Security in the Middle East’라는 조금 긴 이름이죠. 중동의 안정과 평화 문제

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이번 중동 컨퍼런스는 이란에 대한 제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회담이 열리게 되었

는지, 이 회담으로 나타난 이란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시각과 중동 컨퍼런스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성경적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도

록 하겠습니다.                                                                                                                                                      글/ 김종철

브래드리포트 April 2019  NO.1220



미국이 주도하고 현재 미국의 군사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폴란드에서 개최된 중동 컨퍼런스의 주요 

아젠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의 격퇴, 시리아 내전과 예멘의 내

전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아젠다는 역시 2015년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 국가

(영국, 프랑스, 러시아, 미국, 중국)와 독일이 이란과 맺었던 핵협상 파기에 대한 동참과 협력을 촉구하

는 것이었습니다. 왜 미국은 2015년 이란과 체결했던 핵협상을 파기하려는 것이며, 왜 전 세계 60여개

국의 외교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협력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

시 2015년으로 돌아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한 핵 개발인가?

저희 브래드 브리핑에서도 이미 설명한 바가 있지만,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기 이전

인 팔레비 국왕 시절부터 핵개발을 해왔습니다. 이때도 이란은 우리가 핵개발을 하는 이유는 민간용 

전력 생산을 위해서이지 절대로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국제사회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002년 8월, 이란의 재야단체인 저항 국민협의회(NCR)가 국제원자력 기구(IAEA)에 미신고

된 핵개발 시설 2개의 존재와 세부 관련 정보를 폭로함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

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다가 2005년 이란의 제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는 핵무기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핵무기 개발에 몰두했고,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시작

합니다. 점점 이란을 향한 경제제재는 점점 심해져갔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이란은 결

국 2013년 강경파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을 이을 다음 11대 대통령으로 온건파로 알려진 하산 로하니

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산 로하니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핵협상을 시도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2015년 7월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독일은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

동계획(JCPOA) 핵협상을 타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핵협상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이란이 정말 핵무기를 포기했는지 아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사찰해야 하는 주체가 국제원자력기구

가 아닌 이란이라는 것이죠. 이른바 셀프 사찰인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정직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란의 핵무기를 완전히 없애려면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핵개발 관련 시설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더 이상 핵개발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야 하는데 이 협상은 기존 핵시설은 그대로 두고 그저 더 이상 핵개발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핵무기 제조를 위한 모든 프로그램은 중단하되 고농축 우라늄 5%의 생

산은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분간 이란은 국제사회의 여론과 경제 부활을 

위해 당분간 핵무기 개발을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핵시설을 다시 가동해서 핵무기

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핵협상 내용 중 포함된 일부 금지조항의 경우 2025년 제한이 풀

리는 일몰조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에 가해지는 일부 제재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풀

리게 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이것이 굉장한 성과인 것처럼 이야기했지

만 사실 10, 15년이라는 기간은 개인이 아닌 한 나라라는 측면에서는 결코 긴 기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이 이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 이 핵협

상은 전 세계가 모두 속아 넘어가는 엄청난 실수이며 

이란은 지금 전 세계를 향해 거대한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목이 아프도록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말

을 귀담아듣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지만, 이스라엘과 

똑같은 주장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

로 2016년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선 도날드 트럼프였

죠. 2016년 9월 26일,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도날

드 트럼프는 1차 TV 토론에서 이란과 맺었던 핵협상

은 최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날드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국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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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이란과 맺었던 핵협상을 다시 들

여다 보겠다고 한 것입니다. 

2015년에 맺어진 이란 핵협상은 미국의 국익에 반하게 되는 

결정이라고 본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협상 검증법 개정

을 요구하며 말도 안 되는 일몰조항을 없애고 이란 핵협상 검증

법을 개정해 앞으로 이란이 특정한 한계선을 넘어서는 행동을 할 

경우 제재가 자동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란에 침투한 모사드

이 와중에도 이란은 핵개발은 더 이상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7년 1월, 이스라엘이 이

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한 창고에 몰래 들어가 0.5톤 가량의 

핵무기 기밀 자료를 빼낸 것이지요. 전 세계가 이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해야겠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은 

모사드를 이용해 수만 쪽의 문서와 약 200개에 달하는 컴퓨터 

자료를 빼냈습니다. 모사드가 확보한 이 자료에는 평화적 목적으

로 원자력을 개발한다는 이란의 주장과는 달리 핵탄두를 미사일

에 장착하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제서야 전 세

우라늄 농축 시설을 방문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

모사드가 이란에서 빼내온 핵 개발 자료를 공개하는 네타냐후

계는 이란의 실체를 어느 정도 알게 된 것이죠.

전 세계는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습니다. 기밀 자료를 확보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지난 2018년 4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이 커다란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란은 이것이 모두 이스라엘의 조작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발뺌하기 급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딜레마

이란의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지난 2018년 

5월 8일, 이란 핵협상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2018년 8월 7일 1차 대이란 제재, 2018년 11월 5일에는 2차 제재에 

돌입하게 되죠.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딜레마가 있습니다. 오직 미국의 도날드 트럼프만 핵협상 무효를 외칠 뿐 그 당시 함께 협상을 했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그리고 독일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협상 무효화

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국, 프랑스, 독일은 미국의 핵협상 파기에 분명히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여 중동지역을 자극하게 될 경우 자기 나라에 손해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번 중동 컨퍼런스를 통해 그 당시 협상에 동참했던 영국과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60여개 국

가들에게도 핵협상 파기에 동참을 요구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 컨퍼런스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미국의 의도대로 잘 되

었을까요? 우선 이번 컨퍼런스에 참여한 미국 대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베

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참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유럽연합 회원국과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 등 여러 나라에서 온 외교관계자들이 참석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격에 맞는 장관급 인사 대신 외교부 차관들을 보냈죠. 영국 외무부 장관은 컨퍼런스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하

다가 이번 컨퍼런스에서 이란 문제가 아닌 예멘 내전 사태 세션을 맡아 달라는 말에 나중에 겨우 참석했습니다.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

라비아도 다른 중동국가들의 눈치를 보느라 차관급이 참석했으며 러시아와 중국, 터키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아예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미국 주도의 이번 컨퍼런스에 반대하여 같은 날인 2월 14일, 러시아 소치에서 이란과 터키 대통령들과 

정상회담을 갖고 시리아 문제를 다루는 또 다른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이번 컨퍼런스의 연설 자리에서 이

란에 대한 미국의 규제에 몇몇 유럽국가들이 협력하지 않는 것을 슬프게 생각하며 미국의 규제를 무력화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노

브래드리포트 April 2019  NO.1222



력하고 있는 유럽국가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더욱 높일 

것이며 이란에서 원유수입을 줄이는 나라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측의 이런 주장을 들

은 유럽 연합국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실상 모든 유럽국가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이란의 핵협상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 안보를 흔들려

는 미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핵협상을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최근 독일과 프랑스, 영국은 이

란과 유럽 기업체 간의 무역을 계속하게 하는 특별한 메커니즘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이번 중동 컨퍼런스는 시작부터 미국과 유럽국가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으로 시작해 이란의 

핵개발에 대한 의견차만 분명하게 확인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가 이란의 

핵개발을 두고 확연하게 두 무리로 구별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 차례 브래드 브리핑 시간

을 통해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해 반드시 이스라엘을 향해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미국은 그것을 

막으려 하고 있고, 반유대주의와 이슬람에 점령당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이것을 용인하려 들고 있다

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양과 염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1~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

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지금 전 세계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염소의 무리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양의 무리로 나

누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있었던 컨퍼런스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보면서 

누가 양의 무리이고 누가 염소의 무리인지를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란 핵협상 타결에 동참

했고 지금 그것을 파기하려는 미국의 움직임에 반대하고 있는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의 모든 

국민들이 그 나라 정치지도자들의 생각과 백 퍼센트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 

나라의 정치지도자들이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백 퍼센트 국민들의 뜻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

까? 우리나라의 경우만 봐도 그렇죠. 

제가 바라기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정책을 진행시키는 나라 내

에서도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멈춰지거나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

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번 중동 컨퍼런스에서 확인했듯이 세상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브래드TV에서 방송되는 ‘지금은 마지막 때’를 진행하는 어빈 

백스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중동의 정세를 지켜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

며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 중동 컨퍼런스에 참석한 각국 대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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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 기소 가능성, 끝의 시작인가?
6주 후에 열릴 이스라엘 총선에 앞서, 아비차이 만델블리트 이

스라엘 검찰 총장은 뇌물, 사기 및 신탁 의무 위반 혐의로 네타냐

후 총리의 기소를 권고했다. 네타냐후 측은 공식적인 기소 청문회

를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변호할 예심을 거치게 될 것이다. 만델블리

트 검찰 총장의 기소 권고 발언 이후에 실시된 첫 번째 여론 조사

에 따르면, 네타냐후의 리쿠드당의 지지율은 소폭 하락했으며 청백 

연합당은 처음으로 리쿠드당보다 지지율이 상승했다. 네타냐후는 

기소 소식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물러날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으

며 오히려 혐의를 여러 번 부인하고 이를 그의 경쟁자들이 만들어

낸 “마녀사냥”이라고 반박했다. (WP)

Is Netanyahu’s potential indictment
the beginning of the end?
Just six short weeks before Israel’s elections, Israeli Attor-
ney General Avichai Mandelblit recommended the indictment 
of Prime Minister Netanyahu based on accusations of fraud, 
bribery and breach of trust. Netanyahu will undergo a pre-tri-
al hearing in which he will present his defense to avoid an of-
ficial indictment hearing. According to the first opinion polls 
conducted since the announcement, Netanyahu’s Likud lost a 
small but significant amount of support to Benny Gantz’s Blue 
and White party, allowing them to lead the polls ahead of Li-
kud for the first time. Netanyahu shows no signs of stepping 
aside even as his indictment looms and has denied the charges 
on many occasions, calling it a “witch hunt” conjured up by 
his rivals. (WP)

3월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글/ 이고은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로운 국가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for the restoration of Israel and the Jewish people as 
a holy and righteous nation befor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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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6 수/Wed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전산 ‘자비의 문’을 둘러싼 분쟁

요르단에 의해 임명된 이슬람 와크프 위원회가 지난달 아랍계 

폭도들에 의해 강제로 개방된 성전산의 '자비의 문'을 닫으라는 이

스라엘 법원의 명령을 공개적으로 거부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이러한 명령이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지에 대한 침략’이라고 주장

했다. 2003년, 이스라엘 정부는 이 성문을 관리하는 단체가 하마

스 테러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과 와크프가 이곳에서 불법

적인 발굴 작업을 수행하여 성전산과 유대인의 연결을 증명하는 

귀중한 유물들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문을 폐쇄했다. 하

지만 지난달, 와크프의 지도자들이 폐쇄된 장소에 불법으로 들어

가 기도회를 시작했고 후에 아랍 폭도들이 이곳을 침입하려 하자 

이스라엘 경찰은 이들을 체포했다. (JNS)

Israel and Jordan dispute over ‘Gate of 
Mercy’ on Temple Mount 
The Islamic Waqf Council appointed by Jordan openly re-
fused an Israeli court order to close the ‘Gate of Mercy’ that 
was violently forced open last month by Arab rioters. Jordan 
argued that the court order to re-close the gate was “aggres-
sion against Jerusalem and holy sites.” However, the gate was 
sealed in 2003 by Israeli authorities after discovering that the 
gate’s managing group was affiliated with the terror group 
Hamas and that the Waqf had been performing illegal exca-
vations at the site that resulted in the destruction of priceless 
archaeology that is seen as evidence of a Jewish connection 
to the holy site. Last month, Waqf leaders initiated a prayer 
session at the closed site, forcing Israel to subsequently arrest 
Arab rioters who forcibly kicked open the closed gate. (JNS)

2019.03.13 수/Wed

네타냐후, 아랍 여섯 국가와 
긴밀한 접촉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 총리인 레비 에슈콜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네타

냐후 총리는 “최근까지 이스라엘에 적대적이었던 여섯 개의 아랍 

국가들”과 접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네타냐후는 이것을 “가속된 

정상화”라고 부르며 주변 아랍인들과 아랍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

한 자신의 성공적인 노력을 확인시키려 했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의 힘과 존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라는 것을 납득하게 될 때만 이스라엘과 평화를 맺으려 할 것이며 

현재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아랍 국가들과 이 과정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 (JP)

Netanyahu: Israel in close contact with 
6 Arab countries
Speaking during the annual memorial ceremony for former 
Jewish Prime Minister Levi Eshkol, Netanyahu announced 
that Israel was in contact with “half a dozen important Arab 
and Muslim countries that until recently were hostile to Is-
rael.” In what he called a process of “accelerated normaliza-
tion,” Netanyahu seemed to confirm his success in efforts of 
developing relationships with neighboring Arab and Muslim 
states. “Only when our neighbors will become convinced that 
our strength and presence here are incontrovertible facts, only 
then will some of them be convinced to make peace with us,” 
Netanyahu said. “And we are advancing that process of recog-
nition and agreement with the rest of our neighbors, not all of 
them, but with most of them.” (JP)

    

성전산을 장악하기 위한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for the peace of Jerusalem and God’s sovereignty 
over the city even as the Arabs and Jews continue to fight 
for control over the land, including Temple Mount.

    

이스라엘이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주권에 대한 인정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as Israel struggles to befriend its neighbors, the 
nation would know and trust that its identity and sover-
eignty ultimately comes from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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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5 금/Fri

가자, 텔아비브를 향해 로켓 발사
이스라엘의 다가오는 총선으로 인한 정치적 변화의 시기에 가자

지구에서 9개의 로켓이 가자 지구 부근 이스라엘 정착촌을 향해 발

사되었으며 2개는 텔아비브를 향해 발사되었다. 아이언 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이중 6개의 로켓을 파괴했고 사상자는 없었다. 가자 

지구에서 텔아비브로 로켓이 발사된 것은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스라엘 방위군(IDF)은 이번 공격에 대한 책임은 하마스라고 발

표했으며, 100개가 넘는 하마스와 이슬람 지하드의 군사 목표물을 

공격함으로 이번 공격에 대응했다. 가자 지구 당국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대비해 여러 기지와 사무실의 하마스 관리들에게 미

리 철수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

다. (BIN)

Gaza fires rockets towards Tel Aviv
In a time of political shifting due to the upcoming elections in 
Israel, warning sirens signaled in Israeli communities as nine 
Gaza rockets were fired at Israeli communities around the 
Gaza border and two at Tel Aviv. The Iron Dome anti-missile 
system intercepted six rockets and no casualties were report-
ed. This was the first time that rockets were fired at Tel Aviv 
since the period leading up to the war with Gaza in 2014. The 
IDF credited the terrorist group Hamas with the attacks and 
responded by striking more than 100 Hamas and Islamic Jihad 
military targets. Gaza authorities also reported no casualties 
as sources said that Hamas ordered the evacuations of sever-
al bases and offices in anticipation of an Israeli retaliatory at-
tack. (BIN)

2019.03.19 화/Tue

간츠, 전화 해킹으로 선거 운동 중단 되나?
청백 연합당의 지도자 베니 간츠가 이란 정부에 의해 자신의 전

화가 해킹 당한 것과 관련하여 입을 열었다. 그는 이번 해킹으로 넘

어간 이스라엘 안보 관련 정보는 없으며 이로 인해 금전적 협박을 

받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

번 해킹 사건이 공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과 사적인 일을 방해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시에 네타냐후에 대한 비난을 표하며 그의 측

근이 이번 사건을 누설한 것 같다는 언급도 했다.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하며 어떠한 걸림돌도 자신을 막을 수 없으며 

네타냐후와의 TV 토론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AS7)

Will Gantz’s phone hack stop his politi-
cal campaign? 
Blue and White coalition leader Benny Gantz addressed the 
Israeli public’s concerns over his phone being hacked by con-
firming no security information was derived from the phone 
and that he would not be subject to extortion over any materi-
al found on it. In an interview he assured voters that nothing 
on the phone “interferes with with my functioning as a pub-
lic figure and in my private affairs.” Gantz criticized his rival 
PM Netanyahu, suggesting those close to him leaked the news 
about the phone hack. He also expressed his continued com-
mitment to “serve the State of Israel” assuring that “no ‘bump’ 
will deter me.” Gantz also confirmed that he would be willing 
and prepared to hold a televised debate with Prime Minister 
before the elections in April. (AS7)

    

인간의 계획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에 적절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despite the plans of man, God would have His 
way and appoint the appropriate leader over Israel in 
accordance with His plan. 
.

    

다가오는 선거로 인한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적의 시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길 기도합시다.

Pray that God would protect Israel with a mighty arm in 
this sensitive time before the nation’s upcoming elections. 

브래드리포트 April 2019  NO.1226



2019.03.20 수/Wed

사우디와의 토지 교환이 포함된 평화 계획
비키 워드 기자가 쓴 책에 의하면, 재러드 쿠슈너의 중동 평화 

계획에 팔레스타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집트 사이

에 토지 교환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비키 워드에 따르면 평화 

계획으로 팔레스타인은 요르단의 땅의 일부를 얻고, 요르단은 사

우디 땅의 일부를 가지게 되며, 이집트는 두 개의 홍해 섬을 사우디

에 양도한다고 한다. 이 계획은 땅 교환과 팔레스타인의 경제적 발

전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동 평화를 위한 트럼프의 특사인 제이슨 그린블랫은 이러

한 주장을 하는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

기하며 책의 내용을 일축했다. (TI)

Former Kushner peace plan included 
Saudi land swap
In a book released by an investigative journalist, it was re-
vealed that Jared Kushner’s Middle East peace plan once in-
cluded a massive land swap between Palestine, Jordan, Sau-
di Arabia and Egypt. According to author Vicky Ward, the 
Palestinians were to get Jordanian land and Jordan would get 
Saudi Arabian land as Egypt would relinquish two Red Sea 
islands to the Saudis. The plan depended heavily on Saudi 
Arabia taking on a critical role in the land swaps and in help-
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Palestinians in the Israe-
li-Palestinian peace efforts. Jason Greenblatt, Trump’s special 
envoy for Mideast peace, however, dismissed the contents of 
the book describing the US peace proposal saying that “who-
ever made these claims has bad info.” (TI)

2019.03.21 목/Thu

골란 고원 인정, 네타냐후를 향한 
트럼프의 꿈의 선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미국이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할 때’라고 발표하며 이스라엘에 

큰 선물을 안겨 주었다. 네타냐후 총리는 다음 주 중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의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하는 대다수의 이스라엘 총리들이 미국 대통령

과 한 번의 만남을 가지는 것이 관례인 것을 고려하면 두 번의 미팅

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의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

라엘의 주권 인정과 네타냐후와의 만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

며 아주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번 발표로 네타

냐후 총리에게 힘이 실리는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선거에 

간섭한다는 비판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JP)

Golan Heights: Trump’s dream gift 
to Netanyahu
Just three weeks before elections, Trump tweeted a statement 
saying it was time for the US to recognize Israel’s sovereignty 
over the Golan Heights. Netanyahu will visit the States next 
week to hold two meetings with President Trump, which is 
unusual, as during most prime ministerial visits to Washing-
ton, the norm is one meeting. Trump’s recognition of the Go-
lan and his scheduled meetings with Netanyahu are extreme-
ly substantial and impeccably timed for the prime minister. 
The events will definitely give the prime minister a significant 
boost before the election, as well as trigger criticism that the 
president is blatantly interfering in the Israeli elections. (JP)

    

미국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임명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및 영적 동맹

국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the United States would continue to act as God’s 
appointed political and spiritual ally to Israel in the end 
times.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아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과 주변 지역의 진

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true peace over Israel and the region would com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omes from knowing Jesus Christ as S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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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 역사 속의 4월 

유대 역사 속의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일

이스라엘, 

레바논에서 철수

하라는 유엔의 

결의안 수용 

(1998)

2일

알바니아, 

공식적으로 

유대 공동체 인정 

(1937)

3일

이스라엘과 

요르단, 휴전 

협정에 동의 

(1949)

4일

첫 유대 

자치방어단체 

하소머

(Hashomer) 

설립 (1909)

5일

제4 미군 

기갑사단, 

오르드루프

(Ohrdruf)강제

수용소 발견 

(1945)

6일

IDF,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길을 

만드는 작전 실시 

(1948) 

7일

이스라엘, 

시리아의  골란 

고원 공격에 

반격 (1967)

8일

프랑스에서 일어난

포그롬으로 

회당이 파손되고 

2명의 유대인

사망 (1484)

9일

팔레스타인 해방

기구(PLO)의 

테러에 맞선 

IDF작전 실시 

(1973)

10일

이스라엘 출신 

올림픽 테니스 

선수 앤디 람 

출생 (1980)

11일

이스라엘, 나치 

친위대 중령인 

아돌프 아이히만 

재판 시작 

(1962)

12일

이스라엘 국회, 

홀로코스트 

기념일 법 통과 

(1951) 

13일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임기 중 

처음으로

유대 회당 

방문 (1986)

14일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아리엘 

샤론에게 미국의 

입장을 전하는 

서한 발송 

(2004)

15일

영국, 

베르겐-벨젠 

강제수용소 해방 

(1945)

16일

아우슈비츠 

총 책임자,

로돌프 호스 처형

(Rudolf Hoss) 

(1947)

17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수형

을 당한 

유대인 레오 

프란크(Leo 

Frank) 

출생 (1884)

18일

루바비치 운동의 

지도자인 랍비 

메나헴 멘델 

슈니어슨

(Menachem Mendel 

Schneerson) 출생 

(1902)

19일

나치의 유대인 

추방으로 

바르샤바 게토 

봉기 시작 

(1943)

20일

아돌프 히틀러

출생 (1889)

21일

IDF,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테러

리스트를 향한

대규모 군사작전 

실행 (2002)

22일

미국과 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 (1985)

23일

프랑스 왕 

루이 13세, 

유대인 추방령 

서명 (1615)

24일

미국 의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로 선언 (1990)

25일

유대인들의 

영국 유입을 도운 

올리버 크롬웰 

출생 (1599)

26일

나치, 공식적으로

게슈타포 비밀

국가경찰 설립 

(1933)

27일

나치 친위대장인 

하인리 힘러,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건축을 

명령 (1940)

28일

의로운 이방인 

오스카 쉰들러 

출생 (1908)

29일

연합군, 다하우 

강제수용소 해방 

(1945)

30일

아돌프 히틀러

자살 (1945)

이스라엘에 있는 오스카 쉰들러의 무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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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8일, 의로운 이방인 오스카 쉰들러 출생

오스카 쉰

들러는 독일인 

기업가이다. 그

는 나치 당원

이기도 했지만 

가장 잘 알려

진 의로운 이

방인이기도 하

다. 그는 홀로

코스트 당시 

1,200명의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렸으며 이

러한 이야기는 1982년 발간된 소설 ‘쉰들러

의 방주’와 1993년 개봉한 영화 ‘쉰들러 리

스트’를 통해 국제사회의 찬사를 받게 된다. 

쉰들러는 1908년 4월 28일, 현재는 체

코에 속하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스

비타비 지방에서 태어났다. 19세 결혼한 그

는 기울어가는 가업을 이끌어가다가 전쟁

이 터지며 뜻밖의 기회를 잡아 세일즈맨으

로 활동한다. 돈을 벌 기회를 놓치지 않던 

그는 나치를 따라 폴란드로 가 그곳에서 독

일 비밀경찰 게슈타포에게 여자와 돈 등 각

종 뇌물을 주고 관계를 쌓아 암시장에서 활

동하며 자신의 공장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

인 유대인을 구할 수 있게 된다. 

1939년, 나치당에 가입한 그는 처음엔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

는 다른 독일 기업가와 동일할 뿐이었지만 

어느 순간 그의 삶의 노선은 다른 길을 걷

게 된다. 1939년 12월, 독일의 점령을 당

한 폴란드가 홀로코스트의 야만성에 황폐

화 되어져가는 것을 보며 나치의 어둠에서 

발걸음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다. 후에 그

는 자신의 행동을 회상하며 “만약 자동차

가 강아지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본다면 여

러분도 이 생명을 당연히 구하지 않겠습니

까?”라고 이야기한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 폴란드는 유럽에 거

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안식처와 같은 곳으

로 폴란드의 크라쿠프 마을에 사는 유대인

은 5만 명 이상이었다. 하지만 독일이 폴란

드를 침략했을 때 유대인들은 게토에  몰

아 넣어졌고 모욕과 수치 가운데 죽임을 당

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재산과 사업은 

즉시 몰수되거나 언변이 좋고 여성과 돈에 

굶주린 나치 후원자들에게 팔렸다. 

폴란드 크라쿠프에서 에나멜 제품과 독

일군을 위한 군수품을 생산하는 쉰들러의 

공장에서 일하는 1,750명의 노동자 중 1천 

명은 유대인이었다. 1942년 어느 여름날, 

쉰들러는 독일군이 유대인 게토에서 무고

한 사람들을 기차에 실어 죽음의 수용소

로 실어가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잔

혹한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리라.” 홀로코스트의 잔

인함이 심해질수록 유대인 노동자들을 보

호하려는 쉰들러의 활동도 활발해졌다.

1944년, 폴란드 내에서 독일의 영향력

은 약해져 가고 러시아 군대가 진격해 오면

서 나치는 동부에 있는 강제수용소를 폐쇄

하고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서쪽으로 추방

시켰을 뿐 아니라 아우슈비츠와 그로스 로

젠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을 죽였다. 하

지만 쉰들러는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는 유

대인들인 ‘쉰들러주덴’을 ‘나의 자녀들’이

라고 부르며 그들을 끝까지 지켰다. 

크라쿠프 게토가 폐쇄되고 이곳의 유대

인들이 플라스조 수용소로 보내지자 쉰들

러는 유대인들을 구하고자 자신의 공장을 

다른 곳에 옮기고 유대인 게토 경찰의 도움

을 받아 이 공장으로 이동시킬 1,200명 유

대인들의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이 그 

유명한 쉰들러 리스트이다. 이후 쉰들러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

는 유대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공장 직원들의 생활용품 구입비와 

나치 당원들의 뇌물로 사용한다. 

전쟁이 끝난 후 쉰들러는 그의 아내와 

소수의 공장직원들을 데리고 아르헨티나로 

떠나 농장을 구입했으나 1958년 다시 독

일에 정착한다. 후에 생활이 어려워지자 자

신이 구했던 유대인들인 ‘쉰들러 주덴’을 

통해 도움을 받게 된다. 1974년, 독일에서 

생을 마감한 쉰들러는 예루살렘 시온 산

에 묻힘으로 나치 당원으로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1993년 쉰들러와 그의 부인은 홀로코스트 

당시 유대인을 구출한 이방인에게 수여되

는 상을 받았다. 

오스카 쉰들러

이스라엘 크네셋의 모습

오스카 쉰들러에 의해 살아남은 유대인들홀로코스트 생존자들에게 환영받는 오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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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이스라엘 현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 데이빗 실버 >

지난 3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브래드TV 3월 프로그램 리스트 (2/2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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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유대인은 왜 바이올린을 좋아할까?
  

< 배은환 >

3/13

이스라엘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깃발 예배  

< 장윤정 >

3/6

네타냐후 총리도 사랑한 
한국 화가의 이스라엘 작품   

 < 윤경원 >

2/27

-   팔, 성전산에서 폭동…이스라엘  
경찰, 60여 명 체포 

-   와크프 재단, 성전산 황금문 개조  
계획…‘현상 유지 위반’

-   성전산 황금문, 2003년 폐쇄 이후 
처음으로 개방

3/13

-  이스라엘, 하마스 재공습 ‘폭력 시위 
및 박격포에 대응’

-  네타냐후 ‘이란 석유 밀수출,   
이스라엘 해군이 저지할 것’

-  미국, 이스라엘 사드 배치   

‘미-이 협력 공고’

3/6

-  유대인 협의회, 동성 커플에 해외  
입양 자금 지원 

-  네타냐후 총리 ‘러시아와 시리아 내 
외국군 철수에 협력’

-  이스라엘 검찰 ‘네타냐후 총리 기소
할 것…네타냐후 ‘마녀사냥’ 

3/20

-  하마스 로켓 텔아비브에 낙하…

‘2014년 이후 처음’ 

-  이스라엘군, 하마스 시설 100여 곳에 
대응 공습 

-  모사드 ‘이란 지하 핵시설 가동 중…
국제사회 속여’ 

2/27

-  이스라엘 군대에서 살아남는 법

-  베데스다 공동체, 하이파 시청에 
승소

-  정통 유대인을 전도하는   
예슈아 하이 TV

3/13

-  예슈아를 만나 알콜 중독 탈출하다

- 하이파 대학 캠퍼스에서 무신론을 반박

- 이민자들을 위한 가족의 날 행사

2/27

마지막 7년을 나타낼 평화 협정

3/13

짐승의 표와 중국 사회 신용 리스트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3/6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두고 갈라지는 
양과 염소

3/20

네타냐후를 살릴 것인가 버릴 것인가, 
이스라엘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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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자파 게이트에 울려 퍼지는 찬양

3/13

자유로운 악사들과 흥 넘치는 춤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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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중동 평화 안보 반이란 국제회의

-  암 치료제를 개발 중인   
이스라엘 과학자

-  2차 성전 때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열쇠인 ‘구리 사본’

3/13

-  뇌물 수수와 배임 혐의로 기소당한   
네타냐후 총리

-  시리아 북동부 시민들과 기독교인을 위한 기도

-  유대인의 성지이자 UN의 논란의  중심지인  
헤브론 족장들의 동굴

3/6

-  사상 첫 민간 달 탐사선을 발사한  
이스라엘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경제 포럼

-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시리아   
북동부 민주주의 정부

3/20

–  시리아 미군 주둔에 동의한   
트럼프 대통령

–  미국 국경 장벽 설치 논쟁과 이스라엘  
장벽의 효과

–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워 크라우드  
글로벌 서밋

2/27

마태복음 25장

2/27

Messianic Jews preparing   
for the End Times 

< Guy Cohen >

2/27

제21강 - 쉰

3/6

마태복음 26장

3/13

마태복음 27장

3/6

제22강 - 타프      

3/20

마태복음 28장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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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이곳엔 하나님은 없어 

< 데니스 >

2/27

레드 카펫에서 나락으로

< 다니아 > 

3/20

나에게 없는건 예슈아 
 

< 다이엔 >

3/13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나의 예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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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