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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지난 5월 2일,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서는 지난 1988년부터 시작된 March of the 

Living ‘산자들의 행진’에 참석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약 3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국기를 손에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2차 세계 대전 당시 이 죽음의 포로수용소에서 희생 당

해야만 했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 선조들의 아픔과 고난을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

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의지를 스스로 다짐하기 위해서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

도, 설명을 듣기만 해도, 기록 사진을 보기만 해도 억장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 행진에 나

선 그들의 마음 한편에 기독교를 향한 감정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지난 2천 년 동안 유대인들을 핍박해 온 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천주교가 

그랬던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우리 기독교인에게 반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11세기 경,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의 

유대인 29만 9천여 명을 학살한 사건이나 14세기 경 스페인에서 일어난 종교 재판만 해도 천주교가 행한 일이지 기독교가 

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핍박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자

유로울 수 있을까요?

2차 세계 대전 당시 폴란드에는 약 3백3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 중 대부분이 기차 화물칸에 실려 아우슈

비츠 포로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포로수용소에 도착하면 죽음의 가스실로 들어가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기차

가 폴란드의 교회 옆을 지나갈 때마다 화물칸의 작은 틈 사이로 손가락을 내밀며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

배를 끝내고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가던 교인들은 기차 안에서 들려오는 유대인들의 도와달라는 소리에 놀라서 뛰어 도망

갈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린 기차가 포로수용소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스무여 개의 교회를 지나갔지만 그때마다 폴

란드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더욱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

을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일들이 아우슈비츠 포로수용소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들은 그 사실

을 전혀 몰랐을까요?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님과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유럽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이 몰랐을까요? 정말 몰랐을까요? 알면서

도 귀를 막고 모른 척 등을 돌린 것은 아닐까요? 한국의 교회는 몰랐을까요? 물론 몰랐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몰랐다고 해

서 면피할 수 있는 일일까요? 몰랐었으면 지금에라도 알아야 하죠. 알고 난 후 최소한 부끄러운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2차 세계 대전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후 포로수용소에서 살아 걸어 나온 유대인의 숫자는 30만 명이었고 그들은 폴란

드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년 안에 또다시 25만 명이나 살해당했습니다. 포로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

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잔인했습니다. 천주교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기독교 역시 

적어도 유대인들에게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해야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필요 없

습니다. 슬픔 때문인지 아니면 분노를 삭히려는 마음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묵묵히 행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기독

교와 예수님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자라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인간의 행동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과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제발 저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대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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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롬 7:12

이야르달

이야르달은 유대력의 첫 달

인 닛산월 다음에 오는 달이

다. 출애굽 한지 얼마 되지 않

은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은 물 부족으로 갈증을 느끼

고 있었고 쓴 물이 있는 우물

에 도달하게 된다. 모세는 그 

물에 나뭇가지를 던져 기적적

으로 물을 달게 만든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

하리니 나는 그들을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אנייירפאך)”

고 말씀하신다. 마지막 문장

의 앞글자를 따면 ‘이야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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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휴일
이스라엘 현충일

홀로코스트 기념일 

예루살렘의 날

이스라엘 독립기념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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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멜데이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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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멜데이 26

오멜데이 33

오멜데이 40

오멜데이 20

오멜데이 27

오멜데이 34

오멜데이 41

오멜데이 21

오멜데이 28

오멜데이 35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이야르 27 

2 이야르 28 3 이야르 29 4 시반 1 월삭 5 시반 2 6 시반 3 7 시반 4 8 시반 5

9 시반 6  오순절 10 시반 7  오순절 11 시반 8 12 시반 9 13 시반 10 14 시반 11 15 시반 12

16 시반 13 17 시반 14 18 시반 15 19 시반 16 20 시반 17 21 시반 18 22 시반 19

23 시반 20 24 시반 21 25 시반 22 26 시반 23 27 시반 24 28 시반 25 29 시반 26

6월 이야르 & 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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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쏘 (계수하되)_ 민 4:21~7:89 / 삿 13:2~25 / 요 11:1~54

쉘라흐 (보내어)_ 민 13:1~15:41 / 수 2:1~24 / 막 10:1~45

베하알로드카 (켤때에는)_ 민 8:1~12:16 / 슥 2:10~4:7 / 눅 17:11~18:14

베미드바르 (광야에서)_ 민 1:1~4:20 / 호 1:10~2:20 / 눅 16:1~17:10

6.25 한국전쟁

오멜데이 42

오멜데이 43 오멜데이 44 오멜데이 45 오멜데이 46 오멜데이 47 오멜데이 48 오멜데이 49

오멜데이 50

30 시반 27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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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토로의 기적적인 귀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민족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겠다고 60번 이상 약속하

십니다. 그중 한 말씀을 보여드리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 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에스겔 11:17)

하나님께서는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이사야 11:12)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이곳저곳에서 이스

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역사 가운데 이러한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전례

가 없는 사건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어떤 나라에서부터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수많은 나라 중 이집트와 이라크, 시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돌

아올 것이고(이사야 27:13), 또한 이티오피아와 북쪽 땅에서도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

셨죠(이사야 11:11~12, 예레미야 3:18). 흥미롭게도 예루살렘의 북쪽에는 모스크바가 위

치해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다스림을 받던 그곳에서 지난 몇십 년 동안 약 백만명 이

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며 8만명의 이디오피아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로 

이주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예언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 땅에 유대인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건국,
초자연적인가?

놀라운 우연인가?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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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돌아오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주요 방법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

을 예언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유랑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시온으로 

돌아오는 것을 갈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날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그들
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
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예레미아 50:4~5)

유대인들이 고토에서 쫓겨난 지 2천 년 후, 실제로 유대인들

의 마음속에 이스라엘로 돌아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

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바람은 시오니즘을 통해 실현되

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으로 인해 이

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중동에 거주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앗수르 땅(현재 이라크
와 시리아)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

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이사야 27:13)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세워졌을 때 이라크, 시리아, 이집트를 

포함한 아랍 국가들은 자신들의 나라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시작했고 약 80만 명의 유대인들을 강제로 쫓

아냈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도망을 왔

고 이로써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귀환을 도

울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
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이사야 49:22)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예언처럼 보였습니다. 이방인이 유대

인의 귀환을 도울 것이라고 누가 감히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수백 수천 명의 유대

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도록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재탄생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 아

니라 이스라엘 국가가 하루 만에 다시 생길 것을 선포하셨습니

다(이사야 66:7~8). 

고대에는 특정한 한날에 독립을 선포하는 나라가 없었던 것

을 고려하면 이는 참으로 독특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가족이나 부족이 수많은 세대를 지나며 국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사야는 어떻게 

하루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탄생할 것을 알았을까요? 

실제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은 하루 만에 이 땅에 다

시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 건국 50주년이 되는 해에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폴 존슨(Paul Johnson)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반세

기 동안 이 땅에 생긴 모든 새로운 독립국가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다.”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되면서 공용어도 필요해졌습니다. 하나

님께서는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고대 

사어가 부활한 경우는 히브리어가 유일합니다. 

천국에서 내려온 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이사야 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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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해병대 소속의 기상 전문가가 제출한 차트에 따르면 시

오니즘이 시작한 때로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이스라엘의 강우량

이 2.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자체로도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강우량이 서서히 증가한 것이 아니라 매년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는 흐름에 맞춰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죠. 만약 이런 급격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강우량의 증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건국 초기

에 그 땅에 정착했던 유대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인류는 강우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없

이 노력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과학 보고서에 의하면 엄청난 수

의 나무를 심는다고 하더라도 강우량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합

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도 강우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거나 필요한 

때에 내리도록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으시죠. 자신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공급하심 외에 이러

한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강우량을 
기록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바로 1948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있을 동안 

그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에스겔 

6:14).

1867년 마크 트웨인은 자신의 책에서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잡초만 무성한 황폐한 땅, 폐허, 그 어떤 곳에서도 한 그루

의 나무나 관목을 찾아보기 힘들다. 여정 동안 한 명의 사람

도 마주친 적이 없다.” 

- 때묻지 않은 사람들의 세계로 떠난 여행

<The innocent Abroad>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이사야 35:1). 유대인들이 2천 년간 그 

땅을 떠나 유랑할 동안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그 땅에 거주하

며 황폐한 땅을 경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소용

이 없었죠. 왜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올 때

만이 이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에

스겔 36장).

이미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많은 역사가들이 

‘농업의 기적’이라고 일컬었습니다. 150년 전만 해도 이 땅의 대

부분은 사막이었으며 늪지대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

재는 녹지대와 숲으로 변화되었죠. 심지어 네게브 사막의 일부 

지역에서는 채소와 과일, 꽃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0세기에 세계 모든 나라의 나무 수가 줄어든 반면 오직 이

스라엘만 나무 수가 늘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번영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후 그 땅에

서 번영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예레미야 32:41)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에스겔 36:30)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스가랴 1:17)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이 땅은 완전

히 황폐해져 있었고 2천 년 동안 버려져 있었습니다. 발전된 도

시란 찾아볼 수 없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방편으로 만든 

거주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렸고, 경제, 건강, 교육을 위한 기반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회보장연금도 학교도, 시장도 형성돼 있지 않았죠. 있는 것이

라고는 황량한 땅과 불친절한 이웃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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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했습니다. 비록 이스

라엘 사회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재탄생한 지 얼

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경제, 건강, 교육 지표에서 

많은 나라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중동의 어떤 나라보다 선진화

되어있죠. 

전 세계의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이스라엘은 

인간 개발 지수 17위
가장 회복력이 높은 경제 1위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성인 비율 2위
기대 수명 7위

일인당 국내 총 생산 2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수많은 영역에서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이

스라엘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을 뿐 아니라 농

업, 컴퓨터 공학, 전자, 의학, 태양 에너지, 공학 부분에서 놀라

운 발견과 업적을 이루었지요.

또한 전 세계의 다른 경우를 보면 이민으로 인한 급격한 인

구증가는 GDP의 감소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이스라엘의 경우

는 달랐습니다. 1950년부터 이스라엘의 GDP는 523%나 증가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새롭게 유입된 인구가 3백만 명에 달했는

데도 말이죠. 

이스라엘 주변의 중동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보이콧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는 2011년 890억 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출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인 요르단의 11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일 인당 비율로 따지면 미국, EU, 일본보다 앞

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

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

을 채우리로다”(이사야 27:6).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 농업 생산

량은 16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 작은 나라는 40종류 이상

의 과일을 생산하며 신선한 과일 생산과 수출에 앞장서고 있습

니다. 

이스라엘의 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온 이후 경제 분야에

서 일어날 구체적이고 독특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라
(이사야 60:5)

실제로 이스라엘은 세계 각지로부터 엄청난 금액의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이스라엘 회사 수는 유럽, 중

국, 인도를 합친 것보다 많죠. 또한 유럽에 비교하여 일 인당 투

자받는 벤처자금이 30배나 많습니다. 

워렌버핏은 4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이스라엘에 투자했고, 

빌 게이츠와 다른 경제계 거물들도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했습

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관광산업을 통해서도 전 세계의 부가 이

스라엘로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2012년 이스라엘의 관광 수

입은 46억달러였죠.

누군가 150년 전에 전 세계의 부가 이스라엘로 흘러들어올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면 그는 바보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스라엘은 버려지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었으니까요. 그

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지혜로 2,700년 전에 이 예언을 하

신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을 풍성하게 만든 선구자들의 엄청난 희생

과 헌신을 기억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무지 같았던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들이 다시 거주

하며 이 땅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이 단지 사람의 힘과 노력

으로 가능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앞서 모든 것을 아시

는 어떤 분이 개입하신 것일까요?

더욱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발전은 건국 이후 끊임없이 발생

하는 전쟁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미 이

를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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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알리야 리턴 센터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고 이스라엘과 열방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유대인들과 크리스

천 공동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함께 노래해요’ 행사와 ‘대사(ambassador) 아카데미’, ‘이스라엘 제

자 여행’, ‘토라 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교회에서 오신 

분들은 이곳에서 봉사나 인턴쉽을 통해 이스라엘 땅과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섬기라는 하

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품을 수 있습니다. 

알리야 센터의 성경적 의무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

며(이사야 49:22)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

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

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이사야 

14:1~2)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예레미야 32:41)

알리야 리턴 센터는 성경을 믿으며 예언을 성취하는 미니스트리로서 예슈아의 조건 없

는 사랑과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토대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메시아닉 사역 단체

알리야 리턴 센터 
Aliyah Return Center

건물을 증축하고 있는 하임

새로운 유대인 이민자들과 함께하는 샤밧 저녁

각국에서 온 자원 봉사자들

하임 메일스핀 부부 가족

브래드리포트 MAY 2019  NO.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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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쉼터
알리야 리턴 센터는 이곳에 있는 이들에게 영적인 쉼터를 제공합니다. 매일 기도와 예배

를 드리고 주말에는 샤밧 저녁을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

다. 저희는 또한 ‘돌아옴 그리고 회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

리야하는 것을 도울 뿐 아니라 사랑과 믿음 안에서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헌신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땅끝까지

저희는 또한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공동체들과 함께 전략적인 파트너

쉽을 구축하여 이들이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성장해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예슈아 안에서 하

나 될 수 있는 연합집회를 열거나 또는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집회에도 참여해 예슈아의 재

림과 회복의 계획을 나누고 있습니다.

최근 사역 소개 

저희가 진행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도움의 손길로 이스라엘에 새

롭게 이주한 유대인들과 고아, 과부들이 머무를 수 있는 ‘알리야 가족 하우스’가 증축, 개조 

공사를 마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남부 미즈페 라몬에 있는 형편이 어려운 유대인들을 위해 

침대를 제공하고 건물의 개조를 도왔습니다. 

한국 후원자분들께 

하나님께서는 2019년 9월까지 80명의 유대인을 더 수용할 수 있는 건물 2채를 짓는 목

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건물을 짓는 것은 매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한

국 성도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기도로서, 물질로서 또는 직접 이곳에 오셔서 봉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임 메일스핀 드림 / 알리야 리턴 센터 대표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aliyahreturncenter.com

후원방법

1. 직접 알리야 리턴센터에 후원금을 송금할 때

Acc. Name : Promised land shelters

Bank Name : FIBI(First International Bank of Israel)
Branch number : Branch 002

Acc. Number : 662151

Bank Address : Kikar Rabin 1 Tiberias

Swift code : Firbilitxxx

IBAN : IL270310020000000662151

입금 하실 때 ‘알리야 리턴 센터’로 입금명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명 NH농협  /  계좌번호  301-0237-1849-41

예금주 브래드TV선교회

알리야 리턴 센터 전경

기도 제목 

저희 센터는 직접 농산물을 심으며 자급자족하는 단체로 시작했지만, 점차 사역이 확

장되면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재정 후원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깨닫게 되었습

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고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이죠. 지금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기적인 재정적 후원입니다. 이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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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Endtime Ministries

지난 4월 7일, 미국 달라스를 방문하여 Endtime Ministries의 어빈 백스

터 목사님을 만나고 왔습니다. 현재 브래드TV에서 격주로 방송되고 있는 ‘어

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를 비롯해서 마지막 때에 대한 14개의 티칭 시

리즈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원래 2018년 3월에 한국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하려 했으

나 어빈 목사님의 건강 문제로 취소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건강이 회복되고 있

어 이번 방문 때 한국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며 내년 5월에 컨퍼런스를 진행하

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목사님의 건강 회복과 컨퍼런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

탁드립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브래드TV의 새로운 프로그램!

브래드TV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카르

멜산에 위치한 케힐라 공동체의 목사님이신 피터 추카히라의 ‘하나

님 나라(The Kingdom)’라는 티칭 시리즈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님 나라의 의미,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도의 역할, 왜 이스라엘이 하

나님 나라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

게 열방을 변화시키는지 등을 깊고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브래드

TV 시청자 여러분에게 많은 영적 유익을 드릴 새로운 프로그램, 많

이 시청해주세요!   
피터 추카히라

어빈 백스터 목사님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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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야유회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모든 스태프들이 함

께 에버랜드로 야유회를 다녀왔습니다. 함께 

봄 햇살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

다. 앞으로 남은 2019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집회 소식

지난 4월, 미국 시카고의 ‘노스필드 장로교회’와 시애틀의 ‘시애틀 한인 장로교

회’를 방문하여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주제로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하

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한 한인 성도분들과 함께 브래

드 필름에서 제작한 제 3성전 영화를 보고 왜 이스라엘을 주목해야 하고 이스라엘

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

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분들을 깨워주시

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유대

인과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시애틀 집회

시카고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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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너 &
라헬 보스키 

Avner&Rachel Bos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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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너와 라헬의 여정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태어난 아브너 보스키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부모님 밑에서 프랑

스어와 영어, 이디쉬어, 히브리어를 쓰며 자랐고, 1970년대에 진리를 찾아 탐구하던 중 메시

아 예슈아를 만나게 되었다. 어려서부터 다양한 악기를 다루며 각양각색의 진보적 음악을 탐

닉했던 그는 메시아닉 유대인 밴드 ‘해방된 통곡의 벽(Liberated Wailing Wall)’에서 활동하

다가, 이후 예루살렘의 히브리 대학교, 캐나다의 맥길 대학교, 미국 텍사스의 달라스 신학교

에서 유대 역사와 신학을 공부했다. 현재 아브너는 메시아닉 유대인 중에서 학문적으로 가

장 균형 있고 탁월한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혀 전 세계에서 강사로 초청되고 있다. 그가 발행

하는 국제 정세와 이스라엘 소식을 담은 정기 뉴스레터는 독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둘러싼 

복잡한 정세 가운데 한 차원 깊이 들어가 중보하도록 만드는, 독보적인 통찰력과 깊은 식견

을 보여준다. 

라헬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미국의 기독교인 부모 밑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유대 민족

을 섬기고 위로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양육 받았다. 10대 때 라헬은 메시아닉 합창

단 ‘다윗의 별 싱어즈(Star of David Singers)’를 결성하여 미주와 유럽 투어까지 하는 성공

을 이뤘다. 

글/ 고병현

아브너 & 라힐 보스키의 앨범 <마른 뼈 부기>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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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메시아닉 운동의 개척자 세대에서 다양한 사역을 펼쳐온 아브너는 1986년

부터 1993년까지 세계 유일의 메시아닉 신학 저널 <미쉬칸>의 편집인을 지냈고, 1990년

대 초에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가 애너하임의 존 윔버, 캔자스 시티의 마이크 비

클, 프랭클린의 제임스 골과 동역하며 교제했다. 1995~96년에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

크에서 메시아닉 공동체를 담임해 목회하기도 했다. 

이후 부부는 현재까지 20년이 넘도록 브엘세바 근처 오메르 시에 거주하며, 파이널 프

론티어즈 선교회를 설립해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 안에서 창의적인 예술과 예배, 중보, 전

도, 예언 사역을 펼쳐가고 있다. 섬김과 손대접으로 유명한 보스키 가족의 집에는 늘 전 

세계에서 온 손님이 끊이지 않는다. 매주 안식일 예배와 기도 모임뿐만 아니라, 홀로코스

트 생존자나 어려운 이들도 자주 초청해 음식을 대접하고 함께 자연스레 예배하고 기도

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유월절, 장막절 등 주요 절기에는 1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집에 모여 밤이 새도록 교제를 나눈다. 그런 분주함 가운데서도 꾸준히 곡을 쓰고 글을 

써서, 여건이 될 때마다 책과 음반을 내고 있다. 

마른 뼈 부기
워낙 다양한 사역을 병행하며 앨범을 출시하다 보니 최신 앨범이 2015년작 <마른 뼈 

부기Dry Bones Boogie>이다. 앨범명과 같은 첫 번째 트랙 <마른 뼈 부기>는 아브너의 

솔로 곡으로, 그가 젊은 시절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로큰롤 장르의 전형적 구성이다. 마른 

뼈처럼 완전히 죽어있던 이스라엘의 국가 회복과 앞으로 있어야 할 영적 회복까지 세세

히 읊어주는 가사가 비장한데, 첫째 아들 다니엘이 만든 뮤직비디오에는 그 장엄함이 시

각적으로 생생하게 담겨 있다. 3번 트랙 <룻>은 룻의 고백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를 더 깊게 풀었다. 부부가 함께 곡과 

글을 썼는데, 이방인 아내인 라헬이 유대인 남편 아브너에게 하는 고백 같아 더 절절히 

느껴진다. 하프, 틴 휘슬, 만돌린 등 구슬픈 악기들이 자리 잡고 있으며, 루스 파잘의 바

이올린이 화룡점정을 찍는다. 7번 트랙 <크게 외치라>는 이사야 58장과 예레미야 14장

을 가사로 한 곡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그 가사의 엄중함에 걸맞

게 미니멀한 편곡에 시종일관 침침하고 비참한 멜로디가 연주된다. 

메시아를 향한 외침, 언제까지입니까?
아들 다비드가 보컬로 참여한 8번 트랙 <언제까지입니까?>는 시편 89편과 예레미야, 

계시록을 아름답게 연결한 가사로, 언제까지 우리가 이 고통과 눈물의 날들 가운데 있어

야 하는지 주님께 호소하며 어서 오시라고 ‘마라나타'를 외친다. 바탕에 깔린 바이올린

과 피아노, 장중한 코러스를 뚫고 나오는 다비드의 외침에는 예슈아의 재림에 대해 우리

가 가져야 할 간절함이 그대로 담겨 있다. 후반부는 유대 민족이 이곳저곳을 유랑하며 

애절하게 수없이 외쳐왔을 것 같은 ‘언제까지입니까?’가 메아리친다. 특히나 이전 앨범에 

영어 가사로 동일한 내용과 유사한 분위기의 곡이 담겨 있었기에 팬들은 그 절절함에 더

욱 귀 기울이게 된다. 

미네소타 출신인 라헬 보스키의 뿌리이자 장기인 블루그래스/컨트리 색깔은 어린 양

의 존귀하심을 찬양하는 5번 트랙 <존귀>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

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기를 간구하는 11번 트랙 <일어나소서>에 진하게 담겨 있다. 

라헬은 앨범마다 명작이라 불리기에 손색없는 클래식 발라드를 한 곡씩 뽑아내고 있는

데, ‘오래된 문들’ 앨범에는 <당신의 백성을 구하소서>가 있었고 ‘사방에서 부는 바람’ 앨

범에는 <은총>이 있었고, 이번 앨범에는 주님이 나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마

지막 트랙 <내 상급>으로 관악기와 현악기가 이루는 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언제까지입니까?
작사/작곡: 아브너 보스키

ֵּתִי יִמ  הָעְמִּד רֹוקְמ יִניֵעְו םִיַמ יִׁשאֹר ן
ֶאְו  ִיּמַע תַב תֵא הָלְיַלָו םָמֹוי הֶּכְ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הָעְמִּד רֹוקְמ יִניֵעְו םִיַמ יִׁשאֹר ןֵּתִי יִמ
ִיּמַע תַב יֵלְלַח תֵא הֶּכְבֶאְו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꼬?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울리로다

ָמ דַע ָמ דַע ןֹודָא יָת  יָנֹוֲדא יָת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מ דַע ּתַא ןרמ ןֹודָא יָת ָ  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주여 오시옵소서

ָמ דַע ָמ דַע ןֹודָא יָת  יָנֹוֲדא יָת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מ דַע ּנ הָעיִׁשֹוה ןֹודָא יָת ָ  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ת יָנֹוֲדא ּיַחְ ֵ  רֵאָה אָרְקִנ ךְמִׁשְבּו ּונ
ּפ תֵא ּוניֵלָע ָ ךיֶנ

주여 우릴 살리소서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ת יָנֹוֲדא ּיַחְ ֵ ֲה אָרְקִנ ךְמִׁשְבּו ּונ ֵביִׁש  ּונ
ּוִנְו ָ ֵׁש הָע

주여 우릴 살리소서 

그러면 주의 이름을 부르겠나이다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מ דַע ָמ דַע ןֹודָא יָת  יָנֹוֲדא יָת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מ דַע ּנ הָעיִׁשֹוה ןֹודָא יָת ָ  א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מ דַע ָמ דַע ןֹודָא יָת  יָנֹוֲדא יָת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내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בַה ךּוָרּב הָוהְי םֵׁשְּב 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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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이 시대의 레위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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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 오브 킹스 히브리어 공동체의   
성교육 세미나 

이스라엘 땅에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등 각종 성

적 지향을 일컫는 LGBTQ+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물결

에 맞서 예루살렘에 위치한 킹 오브 킹스 히브리어 공동체 ‘멜렉 하믈라

킴’을 담임하는 오뎃 쇼샤니 장로와 또 다른 공동체의 장로가 협력하여 

이스라엘의 믿는 지체들을 위한 세계관 교육을 진행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반드시 마주해야만 하는, 아주 어

렵지만 중대한 문제가 바로 성교육이다. 이 때문에 멜렉 하믈라킴 공동

체는 3월에 예루살렘 지역의 여러 공동체와 개인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믿는 부모들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되도록 기도합시다. 

 ●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하고 경건한 세계관 가운데 성장하도록 기도합시다. 

 ● 여러 지체들이 모여 성령의 임재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모임이 더 많아지

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들의 소식과 기도제목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  킹 오브 킹스 히브리어 공동체의 성교육 세미나

-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주최한 부림절 연합 기도회

-  메시아닉 군인들에게 매년 선물을 전달하는 네티비야 사역

단체

- 이스라엘 유일의 메시아닉 요양원, 에벤에젤 홈의 확장 계획 

- 동네 이웃들에게 전하는 복음, 소리의 무지개 음악 학교

정리/ 고병현

-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 아라드 집집마다 전하는 복음 

택배

- 치아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는 하티크바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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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군인들에게 매년 선물을 전달하는  
네티비야 사역단체

네티비야는 전 세계 신자들에게 신앙의 유대적 뿌리를 가르쳐 복음의 

유대성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복음화하는 데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다. 구제와 섬김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난 10년 

동안 메시아닉 군인들을 돌보아 왔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메시아닉 군

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복무 중에나 그 이후에도 꾸준

히 쓸 수 있는 물품을 선물한다. 올해는 80리터 용량의 고급 백팩에 간식

과 세면도구, 그리고 네티비야 식구들이 쓴 격려의 메시지를 넣어주었다. 

이 특별한 선물은 전 세계 신자들의 후원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2백 명의 

메시아닉 현역 군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을 목숨 걸고 지키는 군인들을 위한 이 프로젝트에 매년 물심 양면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기도합

시다.

 ● 선물을 전달 받은 메시아닉 군인들이 신앙에 큰 위로와 용기를 얻어, 예슈아 안에서 혼자가 아님을 확신하며 복무하도록 기도합시다.

 ● 이것이 예슈아를 믿지 않는 군인들에게 선한 질투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 전도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주최한    
부림절 연합 기도회

이스라엘의 절기 부림절에 정통 유대인들은 3일간 금식한 에스더서

의 이야기를 기념하기 위해 ‘타아닛 에스더’라는 이름으로 아달월 13일 

일출부터 일몰까지 금식을 한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에서는 매년 이날에 

공통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연합 기도회를 진행해 왔는데, 이는 에스더 

당시의 국제적 상황이 오늘날과 너무나도 닮아 있기 때문이다. 기도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위협적인 현재 이스라엘 상황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열방의 교회들이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습대로 회복되어 

한 새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했다. 이스라엘 전국의 공동체들과 전 

세계에서 온 1백여 명이 함께 했고, 5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함께 기도했다. 

 

 ● 주님께서 정하신 날에 한 마음으로 모인 이들의 기도가 응답되

도록 기도합시다.

 ● 부림절의 의미가 이스라엘과 열방의 많은 믿는 이들에게 알려

지고, 기도에 동참하는 이들이 매년 늘어나도록 기도합시다. 

 ●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 금식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

갔던 것처럼,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굳은 결단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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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유일의 메시아닉 요양원,    
에벤에젤 홈의 확장 계획

이스라엘에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시설을 통해 사역을 하는 경우

가 많지만, 이스라엘 내에 메시아닉 요양원은 현재 하나 뿐이다. 1976년에 노르웨

이 교회가 하이파에 세운 에벤에젤 홈은 현재 27명의 노인들을 돌보고 있는데, 모

두 사실상 연고자가 없다. 현재 에벤에젤 홈은 시설 확장과 수리를 위한 필요한 기

금을 모아 정부의 기준을 충족시키고 더 많은 메시아닉 노인들이 에벤에젤에 거주

하며 충분한 돌봄을 받기를 원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총 2,500만 셰켈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재정이 20% 가량 밖에 확보되지 않아 컨퍼런스와 전

시회, 자선 공연, 해외 TV와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 재정이 마련된 후에 통과해야하는 행정적, 법적 절차 가운데 에벤에젤 홈

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확장되는 병동이 입소하는 노인들을 위해서 뿐 만 아니라 섬기는 직원 및 

봉사자들을 위해서도 편안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 이스라엘 유일의 메시아닉 요양원에서 노년의 성도들이 예슈아의 소망을 

안고 눈감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동네 이웃들에게 자연스레 전하는 복음,   
소리의 무지개 음악 학교

구소련에서 알리야 한 샤베이 찌온 공동체의 대표 레온 마진 목사는 많은 이민

자 가정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해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보고 어린이들이 믿음

을 잃어가는 것을 걱정했다. 9년 전, 그는 아이들을 위한 ‘소리의 무지개 음악 학

교’를 열어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엄청나다고 한다. 등록 학생 130명 

중 80명은 공동체 소속이 아닌 외부의 믿지 않는 주민들의 자녀이지만 메시아닉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유대인 부모들은 학교를 통해 아이

들의 행동과 성품이 달라진 것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고 있다. 샤베이 찌온은 학

생들의 등록비 절반을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필요한 재정의 60%가 아직 채워지

지 않은 상황이다. 

 ●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재정이 속히 채워지고 원하는 모든 아이들이 소리의 

무지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가르치는 모든 선생님들과 교장인 니나 마진 사모에게 주님의 사랑과 겸손

을 부어주셔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 소리의 무지개 음악 학교를 통해 하이파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문턱이 

낮아지고 예슈아에 대해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도록 기도합

시다. 

기도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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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      
아라드 집집마다 전하는 복음 택배

이스라엘 남부 도시 아라드는 16만 명의 적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만, 정통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강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는 지난 

2월, 소그룹을 결성하여 매주 한 차례 아라드 시의 집들을 돌아다니며 전도를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며 다녔고, 문이 열리면 다섯 개의 질문이 들어

있는 설문지를 제시하며 자기소개를 했는데, 진지한 대화로 이어가기 좋은 질문

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문을 닫아버렸지만, 호의적인 경우도 많았고 몇몇은 기도

를 받기도 했다. 전도팀은 아무리 힘들어도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

음에 기뻐하고 있다.

 ● 하스데이 예슈아 전도 팀원들이 앞으로 더 담대해져서 귀한 노력에 열매

가 맺히도록 기도합시다.

 ● 기온이 높은 아라드에서 집집마다 걸어다니는 전도팀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낙심치 않고 계속해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 설문지를 만드는 일에나 주민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일에 성령의 지

혜가 충만하여 사랑과 생명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치아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는 하티크바 프로젝트

이스라엘에서 치과 진료는 국가 의료보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

장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티크바 프로젝트가 큰 역할을 감

당하고 있다. 2014년에 최초로 개원한 예루살렘 병원은 정부 기구 추천 병원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말에 개원한 하이파 병원도 성공리에 운영 중이다. 또 하

티크바 프로젝트는 치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치과 사역 정기 후원 시스템을 새롭게 시작해 하이파 병

원은 최근 매달 하루씩 추가 진료일을 신설했고 세 번째 병원 개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 

 ● 하티크바 프로젝트의 사역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사역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예슈아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합시다.

 ● 열방의 많은 신자들이 마음과 물질로 하티크바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기

도합시다.

 ● 기존 스태프들이 변함 없이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능

하고 헌신된 일꾼들을 보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브래드 브리핑

이스라엘은
더 이상

메시아닉 유대인을
핍박하지 말라

드디어 지난 4월 9일, 이스라엘의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번 총선으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리쿠드 당이 또다시 집권을 하게 되

었죠. 지난번 브리핑에서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끄는 정부가 선출되었을 때 바람직한 부분과 아울러 염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염려했던 부분은 베냐민 네타냐후가 이전 정부에서도 집권하기 위해 정통 유대인 

정당과 연합을 했으며 또 이번 선거에서도 이기기 위해 정통 유대인 당과 연합했으니 또다시 정통 유대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타냐후는 새로운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도 내무부 장관을 정통 유대인 의원에게 맡기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통 유대인들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베냐민 네타냐후 내각. 그렇다면 예전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역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

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더 거세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총리와 내각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

리와 똑같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에 대한 핍박을 중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 중

에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귀환법을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글/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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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귀환법

이스라엘의 귀환법에는 아무리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족보와 신분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종교가 유대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할 수 없다는 귀환법 규정이 있습니다. 1950년 제정된 이스라엘의 귀환법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

든 유대인은 이 나라로 이민 올 권리가 있다’, ‘본질적으로 모든 유대인은 이스라엘 시민권자이다’

저희는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이민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에게 알리야의 조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질문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던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출생증명서와 그들이 모두 유대인 묘지에 묻혔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아무리 유대인 부모를 둔 유대인 후손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자신이 유대교인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외국에서 살아왔던 유대인이 만약에 유대교가 아니고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이라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유대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알리야하고 싶다면 일단 이스라엘로 이주한 이후 약 1년 반에서 2년 동안 유대교 개종

을 위한 종교 교육을 받은 후에 비로소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종교가 없는 무신론

자라고 밝히면 다른 종교로 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알리야 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상이 유대인이고 

그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다 해도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알리야 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1970년에 개정된 이스라엘의 귀환법 4조 B항은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수 있는 유대인의 자격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본 

법령의 목적상 ‘유대인은 유대인 어머니로부터 태어났거나 유대교로 개종했으며, 다른 종교에 속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알리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알리야를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면 법을 어긴 것이 되어 시민권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위협

브래드TV에서 방송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라는 프로그램에서 갈릴리 

지역에 살고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리차드, 캐롤린 하이드 부부의 이야기를 소개한 적

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내무부에 의해서 

시민권 취소를 통보받았으며 이 문제 때문에 현재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재판에서 리차드, 캐롤린 하이드 부부가 지게 된다면 그들의 이스라엘 시민권은 취소

되며, 정해진 시간 내에 이스라엘에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브래드TV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방송 ‘케일라 뉴스’에 

소개되었던 사라라고 하는 메시아닉 유대인은 미국에서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져 이스라엘 시민권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스라엘에서 시민권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며, 의료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취업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에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알리야 시키는 일을 주도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나 담당자들을 만나서 이렇

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왜 당신들은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분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은 단지 혈통으로만 따지지 않는다. 비록 혈통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오직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어야만 이스라엘에 데리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2천 년 전에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예언대로 기적처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나라를 건국시키고, 지금까지 훌륭하게 건설해 왔던 배경에는 분

명히 유대인만의 정체성을 지켜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부터 70년 전인 1948년, 겨우 80만 

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내의 유대인 인구가 지금은 8백만 명이 넘어섰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의 8백만 유대인이 모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일까요? 이스라엘에는 유대교인 말고 바하이 종교를 믿는 유대

인도 있습니다. 불교와 인도의 요가를 신봉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이스라엘에는 아예 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의 비율이 26%나 됩니다. 심지어 동성애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텔아비브 인구 43만 명 중에 동성애자와 성 소수자의 비율은 무려 2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아비브에서는 매년 한 차례

씩 전 세계의 수많은 동성애자들이 모여 축제를 벌일 뿐 아니라 그 비용인 11억 8천만 원을 텔아비브시 당국에서 지불한다고 합니다. 이

런데도 왜 굳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해서만 엄격한 법으로 핍박하고, 또 귀환법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

리차드, 캐롤린 하이드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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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만 이스라엘로 알리야하지 못하게 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은 유

대인의 정체성이 없는 것이며, 동성애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일까요? 이런 것들이 바로 유대인의 정체

성이란 얘기일까요?

이스라엘의 두 얼굴

이스라엘에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을 서로 연결해

주는 여러 기관과 자선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민간단체로

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도 있지만 정부 기관에 소속되어 활

동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제가 굳이 어느 단체라고 이름을 밝히

지는 않겠지만 이들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그동안 유대인과 

기독교인들간에 존재하고 있던 갈등과 적대감을 넘어 이제는 서

로 사랑하며 화합하자며 손을 내밀고 있죠. 

또 2017년부터는 이스라엘 국회인 크네셋에서 이스라엘의 정

치인과 전 세계의 기독교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찬 기도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한다”, “우리는 기독

교인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이제

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 편이 되어 이스라엘을 위해

서 기도해 주고 이스라엘의 어려운 유대인들을 물질적으로 도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말입니다. 물론 당연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연합해야 하는 것은 백번 말해도 절대로 부족

한 말이 아니죠. 아무리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비난해도 꿋꿋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우리가 먹던 빵을 나누어 주고 주머니를 열어 그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말 성경적이니까요. 

크리스천과 메시아닉 유대인

하지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유대

인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서로 용서하고 화합하고 사

랑하며 서로의 필요한 부분을 돕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정부나 여러 단체들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손을 

내밀기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는

손을 잡지 않으면서

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손을 내밀고

재정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알리야하는 유대인들

크네셋 정통 유대교 정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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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같은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과는 손을 잡지 않으면서 외국에 있는 기독교

인들에게만 손을 내밀고 재정적으로 도와달라는 것은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태도가 아닐까요?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단체로서 이스라엘 내의 믿는 자들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오즈 이스라엘’

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현재 전 세계 기독교인들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정부와 자선단체 및 기관은 그 돈을 이스라

엘 정통 유대 기관이나 세속적 기관에 흘려보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보내는 후원금이 정작 메시아닉 

유대인들이나 거듭난 이스라엘 아랍인들에게는 도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핍박하는 정통

유대인 정치가들 중 몇몇은 기독교인으로부터 수백만 달러를 후원받는 기관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들은 대부

분의 기독교인들이 모르고 있죠.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유대인이다!

그래서 저는 우선 이스라엘의 새로운 내각과 리쿠드 당의 베

냐민 네타냐후 당수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국민들 중에는 정

통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스라엘 시민권을 갖고 이

스라엘 국민으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도 3만 

명 이상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젠 더 이상 메시아닉 유대

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이나 고통

을 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정부가 그들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

다. 행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수 없는 현재의 이스

라엘 귀환법을 고쳐야 합니다. 그들도 이스라엘로 당당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알리야를 주도하는 사역 단체들 그리고 이스라엘

의 어려운 유대인들을 돕고 있는 자선단체에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에게 손만 내밀지 말고 정말 기독교인들과 연합하기 

원한다면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지원을 받고 싶다면 귀환법을 고쳐야 한다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요구에 더 이상 귀를 틀어막지 말고 여

러분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정부에 요구하고 이를 고쳐 나가는데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흥하고 있는 이스라엘

저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70번 넘게 방문, 여행하면서 눈물

을 흘리며 숨어서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로부터 부

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목

소리는 너무 힘이 없어 아무리 이스라엘 정부에 이야기를 해도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이 이 문제를 알아주고 기회가 닿는 대로 이스라엘 정부를 향

해서 대신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로 속속 알리

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온 유대인들 중에는 놀랍게도 그들이 그렇게도 끔찍이 싫어했던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메시아닉 유대인들의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가 그 교세를 잃어가고 예수님

을 믿는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도 단 하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천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겠

다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는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그리

고 이스라엘의 알리야 사역 단체의 리더들을 만나게 된다면 제발 이스라엘의 귀환법을 고쳐야 하지 않겠냐

는 말을 한마디라도 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알리야할 수 없는

현재의 이스라엘 귀환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제, 그들도

이스라엘로 당당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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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화/Tue

이집트,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인정했다면

골란을 되찾았을 수도

지난 3월,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하는 트럼

프 대통령의 발표는 많은 아랍 운동가와 정치인들을 분노하게 했

다. 골란 고원은 이스라엘이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을 통해 점령

하고 합병하기 전까지 시리아의 영토였다. 무바라크 전 이집트 대

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을 시리아에 반환하

는 조건으로 시리아와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페즈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은 다

마스쿠스에 이스라엘 대사관을, 이스라엘에 시리아 대사관을 개설

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무바라크는 시리아의 이러한 결정이 

현재 상황을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MEMO)

Egypt: Syria could have regained 
Golan by recognizing Israel
In March, US President Trump recognized Israel’s sovereign-
ty over the Golan Heights angering Arab activists and poli-
ticians. The Golan Heights were a part of Syria until Israel 
captured and annexed it in the 1967 Middle East war. In an 
interview, former Egyptian president Mubarak disclosed that 
Israel wanted to normalize relations with Syria and establish 
diplomatic relations in exchange for the return of the Golan 
Heights. However, former Syrian president Hafez al-Assad 
rejected opening an Israeli embassy in Damascus and a Syr-
ian one in Israel at the time. “That was the result,” Mubarak 
claimed, referring to the US decision to recognize Israeli sov-
ereignty over the mountainous plateau. (MEMO)

4월
이스라엘&
중동리포트
주요소식

정리/ 이고은

    

이스라엘 모든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된 땅

을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시길 기도합시다. 

Pray to the true owner of all of Israel’s lands that He 
would establish and keep every border that He has prom-
ised to Israel. 

브래드리포트 May 2019  NO.1324



2019.04.06 토/Sat

미국, 이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규정

이란의 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려는 미국

의 움직임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군대를 테러 집단으로 규정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 협정 탈퇴를 결정한 

이후 미국은 이란의 경제를 마비시키는 제재를 다시 시작했다. 이

란은 혁명수비대를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겠다는 미국의 결정에 미

군을 IS와 같은 존재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다. 일부 비평가는 이

란과 미국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에 대해 미국의 이러한 결정은 이

란과 연합한 민병대와 가까운 곳에 있는 미군들을 위험에 빠뜨린

다고 주장한다. 혁명수비대는 이란의 탄도 및 핵 프로그램을 담당

하고 있으며 경제와 정치 시스템의 큰 부분을 통제하고 있다. (AJ)

US to label Iran’s Revolutionary Guard 
Corps a terrorist group
The US move to designate Iran’s Revolutionary Guards Corps 
(IRGC) a “terrorist organization” marks the first time Wash-
ington has formally labelled another country’s military a “ter-
rorist group.” The US has already reimposed sanctions that 
has crippled Iran’s economy since President Trump decided to 
pull out of the 2015 nuclear deal. In response, Iran has warned 
that it would consider the American army to be like ISIS in all 
parts of the world. Some critics of the move suggest that the 
escalation only endangers US troops in the region that are lo-
cated in close proximity to Iran-aligned militia. The IRGC is 
in charge of Iran’s ballistic and nuclear programs. It also has 
control over large sectors of the Iranian economy and political 
system. (AJ)

2019.04.07 주일/Sun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 
네타냐후의 서안지구 정착촌 합병 공약 비판

재선될 경우 서안 지구의 유대인 정착촌을 합병하겠다는 네타냐

후의 공약에 대해 말키 팔레스타인 외무장관은 네타냐후가 이 선거 

공약을 이행한다면 이스라엘은 ‘진짜 문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정착촌을 합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팔

레스타인은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대인의 

정착촌을 단 한 곳도 해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서안 지구에 대

한 통제권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그는 “(서안 지구에서) 

주권을 행사하겠다… 나는 누구도 뿌리 뽑지 않을 것이며, 팔레스타

인에게 주권을 양도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전 팔레스타인 

협상가였던 에레카트는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책임은 국제사회, 그

리고 특히 트럼프 정부에 있다고 비난했다. (IH)

PA criticizes Netanyahu’s pledge  
to annex settlements
Responding to earlier promises by Netanyahu to annex Jew-
ish settlements in the West Bank if re-elected, Palestinian 
Authority Foreign Minister Malki said Israel will face “a real 
problem” if Netanyahu follows through on his election cam-
paign promise. He added Palestinians would resist such a pol-
icy if carried out. Netanyahu also pledged that he would not 
dismantle a single Jewish settlement and that Israel would re-
tain control over the West Bank. “I will impose sovereignty… 
I will not uproot anyone, and I will not transfer sovereign-
ty to the Palestinians.” Former Palestinian negotiator Erekat 
blame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especially the Trump 
administration for Israel’s policies. (IH)

    

이스라엘을 향한 모든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권능과 보호 아래 좌절되

기를 기도합시다.

Pray that every evil intent against Israel would be thwarted 
by the power and protection of God.

    

논란이 되고 있는 서안 지구에서 폭력과 테러 공격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Pray against any escalation of violence and terror attacks 
in the disputed West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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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8 월/Mon

네타냐후, 팔레스타인 국가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
네타냐후 총리는 ‘아루츠 7’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임기 동안 서

안 지구 일부 지역을 이스라엘로 점차 합병하는 것과 관련해 3단

계 계획을 밝혔다. 이 계획에 대해 미국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네

타냐후는 “물론 알고 있고 그들은 그들의 반응을 할 것이다. 하지

만 이것은 나의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정착촌에 사는 정착

민들을 절대로 몰아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되풀이하면서 서안 지구

의 정착민들은 이스라엘의 주권 아래에 살게 될 것이며 팔레스타

인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도 이스라

엘을 위협할 만한 권력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네타냐후

는 “팔레스타인 국가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럴 일이 없다”

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이 보안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것이고 그 

누구도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을 나누지 않을 것이다”라

고 선언했다. (JP)

Netanyahu: Palestinian state wont be 
created
In an interview with Arutz 7, Prime Minister Netanyahu re-
vealed his three-step plan with regard to gradually annexing 
parts of the West Bank during his next term. When asked if 
the US knew of his plans, Netanyahu said, “Sure. They will 
react as they will react. These are my principles.” Reiterat-
ing his pledge not to uproot settlements or settlers, he said 
that those who live in settlements “will be under Israeli sov-
ereignty.” He also added that the Palestinians would have the 
power to govern themselves, but none to threaten Israel. “A 
Palestinian state will not be created, not like the one people 
are talking about. It won’t happen.” He maintained that “we 
maintain security control. We don’t uproot anyone. We don’t 
divide Jerusalem.” (JP)

2019.04.11 목/Thu

이스라엘의 달 착륙선, 

착륙 실패
히브리어로 ‘창세기’를 뜻하는 베레쉬트(Beresheet)라는 이름

의 달 착륙선은 이스라엘 제작 및 민간제작품으로서 최초의 로봇 

착륙선을 목표로 했지만, 마지막 착륙을 앞두고 추락한 것으로 보

인다. 우주선을 만든 비영리 단체인 스페이스 IL의 칸 대표는 “비

록 이번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2,500

여 명이 함께 모인 베레쉬트 달 착륙 행사에 참석한 네타냐후 총리

는 “처음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 시도하면 된다”고 말하며 이

번 시도가 여전히 기념비적인 시도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베

레쉬트가 달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면, 이스라엘은 미국, 구소련, 

중국에 이어 네 번째로 달 착륙을 성공시킨 나라가 되었을 것이다. 

(NYT)

Israel’s moon-bound spacecraft ends 
in crash landing 
Israel’s spacecraft named Beresheet, which means “Genesis” 
in Hebrew, would have been the first privately built robotic 
lander to reach the moon, but it appears to have crashed. “Well 
we didn’t make it, but we definitely tried,” said Kahn, presi-
dent of SpaceIL, the nonprofit that built the spacecraft. Prime 
Minister Netanyahu, who attended the landing event attended 
by more than 2,500 people, said “If at first you don’t succeed, 
you try again” as the command center somberly reflected that 
the spacecraft’s journey was still a monumental success. Had 
it successfully landed on the moon, Israel would have been 
the fourth nation, behind the US, the former Soviet Union and 
China to have reached the moon. (NYT)

    

이스라엘이 기술적인 진보를 이룰 때마다, 이스라엘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with every technical advancement, Israel would come 
to know that they are made in the very image of Creator God and 
come to know His true and perfect Son as Messiah.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한 진리와 영

원한 평화를 알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God would allow the people of Israel and Pal-
estine to know true and everlasting peace through the 
knowledge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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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수/Wed

국제인권감시기구 관계자,     
이스라엘에서 추방

이스라엘 법무부는 이스라엘 불매 운동을 조장해온 국제인권감

시기구(HRW)의 이스라엘 디렉터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2주 

안에 이스라엘을 떠나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인 오마르 샤키르는 

이스라엘이 범죄로 규정한 불매, 투자철회, 제재 (BDS) 운동을 지

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제인권감시기구는 샤키르가 이

스라엘에 대한 불매 운동을 추진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기업들에게 서안 지구에서의 영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제인권감시기구의 프로그램 디렉터는 “이번 판결로 서안

지구에서의 기업활동을 비난하는 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이 

점령한 서안 지구로부터 출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싸늘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비판했다. (TI)

Human Rights Watch official deported 
from Israel 
Israel’s Justice Ministry upheld the decision to deport the di-
rector of the Israeli office of Human Rights Watch (HRW) 
for promoting pro-Palestinian boycotts of Israel and ordered 
him to leave the country within two weeks. Omar Shakir, a 
US citizen, has been convicted of supporting the Boycott, Di-
vestment and Sanctions (BDS) movement, which Israel has 
criminalized. HRW denies that the organization or Shakir as 
its representative promoted boycotts of Israel but has called 
for companies to cease operations in West Bank settlements. 
“The decision sends the chilling message that those who criti-
cize the involvement of businesses in serious abuses in Israeli 
settlements risk being barred from Israel and the Israeli-occu-
pied West Bank,” said the program director at HRW. (TI)

2019.04.22 월/Mon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외에 유대인 대통령과  
총리가 세워진 최초의 나라

코미디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취임하

는 데에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는 이스라엘 외에 대통령과 총리가 

모두 유대인인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현재 우크라이나 총리인 

볼로디미르 그로이만도 유대인으로 금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있

다. 출구 조사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젤렌스키는 많은 조사에

서 73%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반유대주의로 악명 

높은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결과는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크

라이나에서 발생한 반유대적인 범죄율은 2017년에서 2018년까지 

두 배로 늘어났으며 우크라이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에 

대한 잔혹 행위에 가담하고 나치 독일과 함께 싸운 나치 협력자들

을 미화시켜 50명 이상의 미국 의회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적

도 있다. (JP)

Ukraine: country with a Jewish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If comedian Volodymyr Zelensky is sworn in as president, Ukraine 
will become the only country besides Israel whos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are both Jewish. It already has a Jewish prime min-
ister Volodymyr Groyman. Zelensky enjoyed an overwhelming 
lead in exit polls, in many of which he received more than 73 per-
cent of the vote. This is an unusual outcome considering Zelensky’s 
Jewish ancestry is well known in Ukraine, a country notorious for 
its anti-Semitism and where the number of recorded anti-Semitic 
attacks doubled from 2017 to 2018. Ukrainian legislation has even 
been condemned by more than 50 US Congress members for glori-
fying Nazi collaborators that participated in atrocities against Jews 
and fought alongside Nazi Germany during WWII. (JP)

    

젤렌스키의 임기 동안 우크라이나의 기독교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화해

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기도합시다.

Pray that there would be reconciliation between the 
Christians and Jews of Ukraine through Zelensky’s time in 
office.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지는 모든 음모와 범죄가 몰아내어 지고 예수님

의 사랑과 선행을 통해 진정한 평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every evil plot and crime would be expelled from 
the land of Israel and that true peace could come through 
the works of love and under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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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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 타격 미사일 배치

러시아가 대서양 서쪽에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

다. 미국 국방부 관료는 러시아가 이를 통해 모스크바에서 미국의 

워싱턴뿐 아니라 다른 동부 해안 도시들을 공격할 수 있다고 말했

다. 대부분의 러시아 수상 전투 함정은 장거리 칼리브르(Kalibr) 미

사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미사일은 해수면에 가깝게 날아가기 때문

에 감지가 어려워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어려운 치명적

인 무기로 여겨진다.   

러시아의 경고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지난 1987년 당시 미국과 소

련이 체결한 국비축소협정인 ‘중거리핵전력조약’에 대해 미국이 일

방적으로 이행 중단을 선언한 것에 대응하여 러시아도 이 조약 참

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푸틴은 또한 핵전쟁에 대한 위협이 과소

평가 되어서는 안 되며 핵전쟁은 모든 문명을 붕괴시킬 것이고 심지

어 지구 자체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고위장교, 미국을 공격할 것을 촉구

중국 공군 대령인 다이 쉬(Dai Xu)는 최근 남 중국해에서 ‘항해의 

자유’ 작전을 실시한 미국 해군에 대해 중국 해군도 대응을 해야 한다

고 말했다. 다이 쉬는 미국의 이러한 작전은 중국의 주권을 약화시키

기 위한 도발 행위이지 공해(公海) 내에서 항해의 자유를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해군 소장인 루 유엔(Lou Yuan)은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상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논쟁이 되

고 있는 공해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군 항공모

함을 침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로마제국

독일, 제3의 성(性)을 인정

독일 의회가 투표를 통해 제3의 성을 인정했다. 이제 독일 시민

들은 남성, 여성 뿐 아니라 ‘그 외’로 자신의 성을 표기할 수 있다. 

독일은 유럽 국가 중에 처음으로 부모가 출생 신고 시 자식의 성을 

남성, 여성이 아닌 ‘그 외’로 등록할 수 있게 한 첫 번째 국가가 되

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17년 남성을 뜻하는 M, 여성을 뜻하는 F 

외에 X 성을 도입한 캐나다의 뒤를 잇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3의 성

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 뉴질랜드, 인도, 네팔이 있다.

나토, 우크라이나 선박 송환요구

나토 사무총장은 러시아에게 나포한 우크라이나 선원과 선박을 

송환할 것을 요구했다. 러시아 해안 경비대는 지난 11월 무력을 동

원해 우크라이나 해군 선박을 나포한 뒤 계속 붙잡아 두고 있다. 이

러한 충돌은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고 강제 점령

한 크림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프랑스 재무부 장관, 제국 설립 요구

프랑스 재정 경제부 장관인 브뤼노 르 메르(Bruno Le Maire)

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추진하고자 하는 유럽 군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하지만 EU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제

국을 설립해야 한다. 내가 말하는 것은 평화로운 법치 국가로서의 

제국이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앞으로의 세계가 ‘파워’에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다. 파워가 차이를 만들 것이

다. 기술적, 경제적, 문화 파워는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World Review
성경 예언으로 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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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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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

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

이나 그 이름의 수라” (요한계시록 13장)

현금은 완전히 사라질 것인가?

기업들이 지불 수단으로서 현금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디지털 

혁명으로 지폐와 동전이 더이상 쓸모가 없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많은 기업이 디지털 화폐가 장악하게 될 미래를 염두해 현금을 차

단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조치로 인해 많은 소비

자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미국 당국도 기업들이 현금을 받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지 고려하고 있다. 호주, 영국, 스

웨덴에서는 이미 비현금 거래가 현금 거래를 앞섰다. 호주 정부는 

호주 달러로 1만 달러 이상의 거래는 현금으로 할 수 없도록 금지했

다. 스웨덴의 경우 모든 거래 중 현금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비율

은 2%밖에 되지 않는다.  

ID카드에 대한 공포

영국 디지털문화부 장관 마고 제임스(Margot James)는 영국 

국민이 사생활과 사이버 안보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리고 정부가 ID

카드를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사적으로 영국 국민은 

ID카드에 대해 격렬히 반대했으며 ID카드를 도입하려던 영국 정부

의 지난번 시도도 국가적 감시와 생체 데이터베이스 대량 구축에 

대한 우려로 실패했다. 영국 정부는 아직까지 국가적 ID카드 시스

템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다. 

퍼져나가는 안면 인식

안면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실행되고 있다. 전문가들

은 안면 인식 기술의 다음 타깃은 소매업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미

국 내 소매업자들은 범죄를 막기 위해 안면 인식을 시작할 것이라

고 말하지만 사실은 소비자 추적이나 충성도 분석 프로그램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사생활 침해를 염려하는 사람

들은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적을 당할 수 있다고 말

했다.

세계 정부

UN 분담금 규모 2위가 되는 중국

2019년 안에 중국은 미국의 뒤를 이어 UN에서 두 번째로 많은 

분담금을 내는 나라가 될 것으로 보인다. UN 193 회원국 중 77개 

국가가 작년 8월 기준으로 분담금을 체납 중이다. 분담금이 2년 이

상 체납되면 UN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성전산과 유대인의 연결고리를 부인

UN 총회가 최근 6개의 반이스라엘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중 

두 개는 유대인과 성전산의 연결고리를 무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루살렘을 골자로 한 주요 결의안은 찬성 148, 반대 11, 기

권 14으로 통과되었는데 이 또한 예루살렘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

권을 부인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 모든 반이스라엘 결의

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기후 변화 연구에 나타난 오류

최근 잡지 ‘네이처(Nature)’에 발표된 기후변화 관련 연구가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다. 이 연구는 최근 바다가 급격하게 따

뜻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영국인이 

이 연구의 허점들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자, 연구원들은 자신들이 

내린 결론이 잘못됐다며 철회했다. 이 오류를 발견한 사람은 닉 루

이스(Nic Lewis)라는 영국 사람으로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수학

을 전공했다.  

 

세계 종교

크리스천 제빵사, 다시 법정으로

지난 2012년, 동성애 커플의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던 미국

인 잭 필립스(Jack Philips)가 다시 법정에 서게 되었다. 이번에는 

성전환을 축하하는 케이크 주문을 거절한 혐의이다. 콜로라도 국민

권익위원회는 잭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기념으로 겉은 파

란색, 속은 분홍색으로 제작된 케이크을 주문한 어텀 스카르디나

(Autumn Scardina)를 차별했다고 주장한다.

사탄적인 크리스마스 전시

일리노이주 주의회 의사당에 예수님의 탄생 모습을 보여주는 조

각과 하누카에 쓰는 메노라가 전시됐다. 하지만 이와 함께 뱀에 감

겨있는 팔에 사과를 잡고 있는 손 조각이 함께 전시됐는데 이 조각

은 사탄 성전(The Satanic Temple)이라는 이름의 반 기독교 단체

가 기증한 것이다. 조각 아래에는 ‘지식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다’

라는 글이 적혀있었다.

캐나다를 잠식해가는 이슬람

이슬람이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가 되었다. 캐나다의 무

슬림 인구는 약 150만 명이다. 캐나다 내의 무슬림 숫자는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캐나다 인구의 15%를 차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무슬림 나라들은 자국민을 캐나다

로 이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1991년, 캐나다 전체 인구에서 무슬

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0.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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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진실과 거짓의 전쟁터,

이스라엘    

< 조나단 헤센 >

지난 4월 한달간 방영된 브래드TV 프로그램 목록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브래드TV 4월 프로그램 리스트 (3/27~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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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이스라엘 선거를 통해 

곧 달라질 중동의 정세   

< 쉬라 소르코 람(1) >

4/10

이제는 여성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어날 때   

< 송웅자 사모 >

4/3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    

 < 쉬라 소르코 람(2) >

3/27

-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스라엘  
방문…‘이란 압박 강화’ 

-  트럼프,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 인정

-  네타냐후 “예루살렘 분할하면 중동 
평화안 거부할 것”

-  아리엘 테러 사건에 이어 또 다른  
테러 발생, 이-팔 긴장 심화

4/10

-  이스라엘 총선 소식, 리쿠드당 우승 

…네타냐후 5선 유력

-  브라질, 예루살렘 무역사무소 설치 

…대사관 이전을 위한 첫걸음

-  가자 국경 대규모 폭력 시위 이후  
이스라엘 인도적 조치 취해

-  가자 내 이란 영향력 증가…  
이란 제재 강화 예정

4/3

-  美, 이스라엘의 골란 고원 주권  

‘공식 인정’…국제 사회 비난

-  3일 간 이어진 가자-이스라엘 폭격 

…7명 부상

-    간츠, 네타냐후 공격…“이스라엘은 
하마스의 인질”

-  美 민주당 하원의장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굳건”

4/17

-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선 승리…기소 
걱정 덜어

-  트럼프, 네타냐후 당선 축하…볼턴 

“중동 평화안 가까운 시일 내 발표”

-  네타냐후 “서안 지구에 이스라엘 주권 
확장”

-  美, 이란 정예군 혁명수비대 ‘테러  
조직’ 지정

3/27

-  부림절 연합 기도회

-  네티비야, 믿는 군인들에게 전하는 
특별한 선물

- 소리의 무지개 음악 학교

4/10

-  분리장벽을 무너뜨리는 하나된 목소리

-  치아도 고치고 영혼도 고치는   
하티크바 프로젝트 

-  이스라엘 남부, 집집마다 전해지는  
복음 택배 

4/3

골란고원, 이스라엘 것인가?   
시리아 것인가?

4/17

이스라엘은 더 이상    
메시아닉 유대인을 핍박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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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바이올린의 그녀를 다시 만나다

4/10

마흐네 예후다의 하드보일드 악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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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세계 정부 세계 단일 종교

4/10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울 왕

3/27

-  하마스의 텔아비브 로켓 공격

-  ‘페르시안 모험’소설 저자 조엘 로젠
버그 인터뷰

- 영화 ‘모세 오경 논쟁의 증거들’

-  예루살렘 마라톤에 처음으로 참가한 
기독교인 팀

4/10

-  이스라엘을 향해 로켓 공격을 가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습

-  골란 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  CBN 다큐멘터리 ‘생명을 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이스라엘 자원봉사자들’

-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유대인마을 ‘샤라팟’

4/3

-  골란고원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인정한 트럼프 대통령

-  중동과 성경에 대한 미 국무장관과의  
인터뷰

-  미 국무장관 인터뷰의 비하인드  
스토리

-  유대 민족의 구원을 기념하는 ‘부림절’

4/17

–  37년 만에 유해로 돌아온 이스라엘  
군인과 앞으로의 평화계획

-  이스라엘 내 기독교인을 대표하는  

‘바이블 블락’ 정당

-  복음주의 교회 지도자들을 초대한  
아제르바이잔

- 다윗성의 특별한 발굴

4/17

Modern Israel, a Miracle of God 

< David Silv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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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당신만이 하나님의 아들 

< 쉴러 >

3/27

도덕적 기준, 세상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 

< 마이클 > 

4/17

왜 요구만 하시나요, 하나님  

< 발레리 >

4/10

율법이 진리가 아니니  
하나님도 진리가 아니야 

< 존 >

브래드TV 4월 프로그램 리스트

어빈 백스터의
지금은 마지막 때

거
리
의 

악
사
들

브래드TV 4월 프로그램 리스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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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