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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브리핑

브래드TV가 새 사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기사로 보는 이스라엘과 중동

팔레스타인의 교육과
UNRWA의 선동에 의한
무고한 죽음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데이빗 & 레아 오르티즈



이스라엘 문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두 장의 중요한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한 장(사진 1)은 지난 5월 14일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는 날, 가자지구 국경에

서 이스라엘 군인들의 총격에 놀라 숨 가쁘게 죽기 살기로 도망치는 팔레스타인 청소년들

의 모습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사진입니다. 누가 찍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사진은 SNS를 통해서 전 세계에 삽시간에 퍼져 나갔고, 또 우리나라의 일부 언론에도 소

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비무장 상태의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향해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비난하는 내용 일색이었죠. 정말 이 사진이 사실이라면, 어떠한 이유로

도 이스라엘 군인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실일까요? 

또 한 장의 사진(사진 2)을 소개합니다.

바로 이 사진의 원본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조금 전에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의 양옆으로 또 다른 청소

년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왼쪽에 있는 다른 팔레스타인 청소년 몇 명은 뛰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군인들의 공격을 피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도 뛰어가는 아이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피해 죽기 살기로 도망가는 것으로 보이시는지요? 한마디

로 처음 사진은 팔레스타인 쪽에서 사진을 조작하여 이것이 이스라엘 군인들의 비인간적인 행태이며, 그 피해자는 팔레스타인 

청소년들이라고 선동하기 위해 퍼뜨린 것입니다.

원본 사진은 그 어떤 언론에서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뉴스매체도 자신들의 보도가 오보였다고 인정하는 

기사를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한 장의 사진은 그 어떤 말과 기사보다 더 큰 감동과 공

분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사진이 모든 진실을 말하

지는 않습니다.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작된 사진을 보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문제는 언론에 보도된 사진과 SNS에 떠

돌아다니는 몇 줄의 글만으로는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멀리서 바라

봐야 합니다. 그래야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

브래드TV는 조작과 선동의 프레임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가짜 뉴스를 찾아내 진실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어렵지만도 않은 일입니다. 

이스라엘 문제도 세상의 관점이 아닌, 언론과 SNS의 관점

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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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라포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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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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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줍니다.

토라포션 2018/5778
유대식으로 매주 읽는 말씀의 분량, 토라포션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로마서 7:1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아브 20 2   아브 21 3   아브 22 4   아브 23

5   아브 24 6   아브 25 7   아브 26 8   아브 27 9   아브 28 10   아브 29 11   아브 30 *월삭
                        테슈바 1

12   엘룰 1   *월삭
                       테슈바 2

13   엘룰 2  테슈바 3 14   엘룰 3  테슈바 4 15   엘룰 4  테슈바 5 16   엘룰 5  테슈바 6 17   엘룰 6  테슈바 7 18   엘룰 7  테슈바 8

19   엘룰 8  테슈바 9 20   엘룰 9 테슈바 10 21 엘룰 10 테슈바 11 22  엘룰 11 테슈바 12 23  엘룰 12 테슈바 13 24 엘룰 13 테슈바 14 25  엘룰 14

26  엘룰 15 27  엘룰 16 28  엘룰 17 29  엘룰 18 30  엘룰 19 31  엘룰 20

8월 아브 & 엘룰

에케브 (때문에)_ 신 7:12~11:25 / 사 49:14~5:13 / 요 13:31~14:31

소프팀 (재판장들)_ 신 16:18~21:9 / 사 51:12~52:12 / 마 26:36~27:10

키 타보 (들어가서)_ 신 26:1~29:9 / 사 60:1~22 / 눅 23:26~56

키 테체 (나가서)_ 신 21:10~25:19 / 사 54:1~10 / 눅 23:1~25

레에 (보라)_ 신 11:26~16:17 / 사 54:11~55:5 / 요 15:1~17:26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탐무즈 18 2   탐무즈 19 3   탐무즈 20 4   탐무즈 21 5   탐무즈 22 6   탐무즈 23 7   탐무즈 24

8   탐무즈 25 9   탐무즈 26 10   탐무즈 27 11   탐무즈 28 12   탐무즈 29 13   아브 1 *월삭 14   아브 2

15   아브 3 16   아브 4 17   아브 5 18   아브 6 19   아브 7 20   아브 8 21   아브 9

22   아브 10 23   아브 11 24   아브 12 25   아브 13 26   아브 14 27   아브 15 28   아브 16

29   아브 17 30   아브 18 31   아브 19

7월 탐무즈 & 아브

핀카스 (비느하스)_  민 25:10~29:40 / 왕상 18:46~19:21 / 막 11:27~12:37

데바림 (말씀들)_  신 1:1~3:22 / 사 1:1~27 / 막 14:1~16

에케브 (때문에)_ 신 7:12~11:25 / 사 49:14~51:3 / 요 13:31~14:31

봐엣하난 (간구하기를)_ 신 3:23~7:11 / 사 40:1~26 / 눅 22:13~38

마토트 (지파들)_  민 30:1~32:42 / 렘 1:1~2:3, 3:4 / 마 5:33~37
마세이 (여정들)_  민 33:1~36:13 / 렘 2:4~28, 3:4 / 약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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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1 

번역가 고 병 현

브래드TV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주 제작되고 업로드되어 시청자들에게 전달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새로운 코너를 통해 브래드TV를 만드는 숨은 조력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개해 드릴 분은 바로 브래드TV에서 방송되는 브래드 쇼를 비롯한 여러가지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고병현’씨 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매주 영상을 번역해 주셔서 브래드TV 시청자들에게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분이시지요. 

기도제목 : 
언어의 탁월함,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가정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이름 : 고병현하는 일 : 
외국인학교 인사업무 담당(풀타임 근무)

+ 세 아이의 아빠
+ 브래드TV 및 다른 선교단체의 번역 전공 : 언어학

김종철 감독과의 첫만남 : 

아는 집사님의 소개로  

1.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2000년 9월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다음 해 세계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후 몇몇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던 중에 2004년 10월에 온누리교회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기도해 왔습니다.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며 2002년부

터 기독교 도서 번역과 각종 사역 단체의 소식지, 영상물 번

역을 돕고 있습니다. 현재 8년째 외국인학교에서 인사 업무

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브래드TV를 어떻게 알게되셨고,   

어떻게 번역 일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회복> 영화를 보고 김종철 감독님께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

었는데, 브래드TV가 개국하면서 아주 즐겁게 방송을 보고 

있던 차에 감독님을 아는 집사님으로부터 이스라엘-중동리

포트 번역 일을 추천 받았습니다. 곧이어 감독님과 만남을  

갖게 됐고, 처음부터 마음이 잘 통해서 여러 가지를 나누고  

점차 많은 일들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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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브래드 쇼에 나오는 외국 사역자 분들의   

인터뷰를 많이 번역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그동안 귀중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던 브래드 쇼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가장 인상 깊었던 인터뷰를 손꼽는다면 이즈학 

샤피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전혀 몰랐던 인물인데 가장 신선하

고 설득력 있는 접근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4. 이 일을 하며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 국내

에나 세계 각국에 정말 많고 그 모양과 방법들이 다양하다는 

사실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서로에게 서로가 필요하고, 어

떤 측면에서는 서로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력하여 선이 이뤄지는 모습을 보

며 겸손하게 배우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5.  브래드TV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떠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브래드TV는 기독교 사역을 넘어서, 기독교 사업으로서 새로

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역을 사업화하고, 사업

을 사역화하는 시도로 보이는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

듯 하라고 하셨기에 삶 자체에 대한 올바른 접근인 것 같고, 

또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6.  브래드TV와 함께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신지요?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 미국 텍사스에 함께 인터뷰 촬영을 

갔었습니다. 어빈 백스터, 리차드 부커, 비키 사르바디, 르네 로

이드 등을 만났는데, 감독님과 숙소를 같이 쓰며 한 마디의 대

화도 없었던 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돌아온 이후로 대화가 정

말 많아졌기에 돌이켜보면 참 의아합니다.

7.  현재 하고 계신 일도 있으신데     

번역도 함께 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 많은 브래드 쇼, 유튜브, DVD 영상들과 중동리포트, 마오

즈 이스라엘 리포트를 번역했는데, 제가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고 어린 세 아이의 아빠이면서 다른 단체들의 번

역도 하고 있기에 브래드TV 번역을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해

온 것이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

은 분이 각자 주님께 소명을 받아 서로 다른 형태로 이스라엘

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과 그분들이 일하면서 깨닫고 배운 바

들이 너무 귀하기에 그 내용을 우리말로 풀어 많은 분께 알리

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큰 사명이자 보람입니다. 

8.  주위 분들이 번역에 대한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시나요?

많은 분께 이 일에 대해 알리진 않지만 아시는 분들은 모두 격

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번역에 대해 구체적으로 칭찬이

나 지적을 해주시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

다. 모든 번역은 아내의 검토와 교정을 거치고 있는데, 함께 귀

한 일을 하며 가장 먼저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항상 특권

이라고 생각합니다. 

9.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함께 나누어 주세요

브래드TV와 동역하는 번역가로서의 기도 제목은 한국어로 전

세계 사역자들에게 부어주신 다시 오실 예슈아와 그분의 마음

을 전달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언어의 탁월함이 있었으면 하

는 것이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바라

보고 예슈아를 닮은 가정으로,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루더라

도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가정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브래드TV를 만드는 사람들

브래드 미니스트리 사역에 더 많은 번역자 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성실함으로 함께 동역하실 분들은 

bradfilm123@hanmail.net으로 지원해주세요!

기도제목 : 
언어의 탁월함,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가정으로 자라도록 기도해주세요

전공 : 언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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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브리핑

글 김종철

브래드TV가 새 사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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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사옥으로 이전하기까지…
지난해 8월 저는 지난 4년간 사용해 왔던 저희 브래드TV 사무실이 주인의 요구로 비워줘야 

할 상황이라고 브래드 브리핑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전

의 사무실은 브래드TV의 늘어나는 프로그램과 또 늘어나는 스태프의 인원 때문에 현재의 장

소가 너무나 좁고 협소했기 때문에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은 하고 있

었지만, 때마침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니 이래저래 잘 되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딱히 

이사를 갈 곳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사를 할 만한 여유자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상 이렇게 사무실을 비우라는 통보를 받고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래서 브

래드TV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지난해 8월 브래드TV 개

국 3주년을 맞이하여 ‘브래드TV 3년간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브래드 브리핑을 통해 저의 사

정을 말씀드리며 기도를 부탁드릴 때는 정말 마음이 급했었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그 브리핑이 방송되고 나서 정말 많은 분이 저희에게 연락해 주셨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저

희 브래드TV를 돕고 싶어서 연락을 해 주신 것이죠. 어떤 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무상으로 또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또 어

떤 분들은 토지를 제공해 줄 테니 그곳에 건물을 지어 보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 구체적

인 제안은 저에게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어디서도 받지 

못할 축복이자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장소가 현재의 위치에서 너무나 먼 지역이라

서 안타깝게도 정중히 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저희에게 이사하는데 보탬이 

되라고 크고 적은 후원금을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정말이지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보다
결국 저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사갈 곳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을 팔

아보았지만 마땅한 곳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맘에 드는 곳은 너무 비쌌고 가격이 적당하다 

싶으면 장소가 너무 맘에 들지 않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맘에 드는 곳이 나타나지 않자 초조

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브래드TV가 이사 갈 곳을 분명히 준

비해 놓고 계시는 데 내가 찾지 못하는 것일 거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뒤로 과연 브래

드TV가 어떻게 되었을지 소식

을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

셨을 겁니다. 도대체 브래드TV

가 이사를 했다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눌러앉기로 했다는 것인

지 궁금해 하셨을거라는 것도 잘 

알지만 뭔가 속 시원한 소식을 

브래드TV를 돕고 싶어서 연락을 주신 것은
저에게 무척이나 감사한 일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제가 어디서도 받지 못할 축복이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큰 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그동안 텔아비브에 있던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등 역사에 

중요한 방점을 찍는 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은 저희 브래드TV에게도 아주 의미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희 브래드TV에게 새 사옥을 주셨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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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더욱 하나님께 엎드려 기

도하는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

에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그렇게 시간이 속절없이 흐르던 지난 4

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을 만큼 거의 절벽 끝에 이르렀을 때

쯤 하나님은 정말 기적처럼 저희들의 애타는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

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기에 너무 작지도 않고 너무 크지도 않은 그

야말로 딱 적당한 규모의 건물을 인터넷의 부동산 사이트에서 발견

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 건물을 보는 순간 더 이상 지체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그동안 숨겨놓은 건물이 

바로 이곳이구나!’ 생각하고 의심할 필요없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

곳으로 이사를 오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공간
건물의 위치는 현재 저희 사무실에서도 멀리 떨어지지 않은 경

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의 작은 숲속에 자리 잡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원래 사용하던 분들이 자신들의 사옥으로 사용하려고 

지은 것이기 때문에 건축에 대하여 문외한인 제가 봤을 때에도 아

주 튼튼하고 실속있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독특한 외관으로 

모두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은 70평, 2층 50평, 3층 50평 거기

에다 옥상의 상태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래드TV

를 위해 이 건물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꼭꼭 숨겨 두

셨고 가격이 충분히 내려간 뒤에 저의 눈에 띄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 계약을 했고 5월에 은행 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르며 완벽하게 등기이전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

교 전문 방송 브래드TV에게 아름다운 새 사옥을 허락해 주신 것

입니다. 할렐루야!

그 뒤로부터 약 한 달 반에 걸쳐 우리의 필요에 따라 내부 수리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분들의 쉼터,
가버나움 카페

70평 규모의 1층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 소개하자면 왼쪽에 약 

20여 명이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

하였습니다. 이곳에선 이스라엘 찬양사역자들의 찬양을 오디오를 

통해서 들으며 커피를 마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언

제든지 찾아와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성경공부를 하고 각종 정

보를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 공간의 이름

을 ‘가버나움 카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 기

간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곳 갈릴리 호수, 그중에서도 예

수님이 자주 드나드셨던 가버나움 마을의 이름을 기억해낸 것이죠. 

이 공간엔 갈릴리 호수와 가버나움을 생각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언제든지 저희가 필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찾아와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며

성경공부를 하고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쉼터

가버나움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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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녹화를 할 수 있는 브래드 쇼의 스튜디오가 아름답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의 

이스라엘 사역자들, 그리고 한국을 방문한 전 세계의 사역자들이 이곳에서 저와 함께 

감격스러운 대화를 나누며 토크 쇼를 수시로 녹화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언제

든지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을 수 있으실 겁니다. 브래드 쇼 녹화 스튜디오 바로 옆에

는 100석 규모의 소극장을 마련했습니다. 가로 7m의 스크린을 설치해 영화를 보기에

는 전혀 손색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만든 영화들, 그리고 미국이나 이스

라엘에서 제작한 이스라엘 관련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을 수시로 상영하게 되는 브래드

TV만의 전용 극장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스라

엘을 위한 기도회, 각종 이스라엘 관련 세미나, 메시아닉 쥬 찬양 가수들의 콘서트도 

열리게 되는 다목적 공연장이 될 것입니다. 깜짝 놀랄만한 것은 바로 극장 정면에 예

루살렘에 있는 통곡의 벽을 그대로 재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들어오

게 되면 정면에 보이는 통곡의 벽을 보며 압도될 것입니다. 저는 이 공간의 이름을 코

텔 홀이라고 지었습니다. 통곡의 벽을 히브리어로 코텔이라고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곳에 방문하시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고 돌 틈 사이에 기도편지를 꽂으셔도 좋

습니다. 제가 그 기도편지를 일 년에 두 번씩 이스라엘 갈 때마다 진짜 통곡의 벽에 꽂

아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무실 공간
약 50평 정도 되는 2층은 저희 브래드 미니스트리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전문 잡지 브래드 리포트 매거진 팀, 브래드 북스 팀,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담당하는 브래드 투어 팀과 브래드 스토어 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3층에은 브래드

TV를 제작하는 제작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한쪽에는 이스라엘 중동 리

포트를 제작하는 뉴스룸과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등을 촬영하는 크로마키 세

트를 설치했습니다. 사무실과 스튜디오가 한자리에 자리 잡은 이유는 늘 급변하는 이

스라엘과 중동의 상황을 발 빠르게 제작하여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죠. 이렇게 저희가 

새롭게 이사 가게 될 건물은 아주 다용도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꾸

몄습니다.

극장 정면에 통곡의 벽을 만든 이유…
왜 극장 정면에 통곡의 벽을 그대로 재연해서 

만들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도 솔로몬이 건축한 제1차 예루살렘 성전

과 스룹바벨이 건축한 제2성전, 그 후 헤롯이 증

축한 성전의 역사에 대해 잘 알고 계실 것입니

다. 건축을 좋아했던 에돔 출신의 이방인 헤롯

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주 화려하게 

성전을 만듭니다. 공사에 사용된 성벽 돌맹이 하

나의 크기가 자그마치 길이 13m, 두께가 6m, 

돌맹이 하나의 무게가 560톤이나 되며, 성전 벽

뿐만 아니라 성전 건물을 바치고 있는 기둥과 모

든 문을 황금으로 덧 씌웠다고 합니다. 유대 역

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헤롯 성전은 대낮

에 태양 빛을 반사한 황금 때문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보지 못할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예루살렘 통곡의 벽과 브래드TV 1층에 재현된 통곡의 벽

유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집 뒷마당과 앞마당에 있는

작은 돌들을 모아

성벽을 완성한 것처럼

이 건물을 위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작은 정성들이 모여

통곡의 벽을 완성하게 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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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롯 성전의 비하인드 스토리
하지만 헤롯 성전 건축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초

라했던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하게 지어

져 가는 것을 보며 과연 유대인들은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

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 우리의 성

전을 이방인 출신인 헤롯이 이방인의 자본과 이방인의 기술자들이 

건축해 나가는 것을 보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던 것이죠. 결국 

몇 명의 유대 랍비들이 헤롯을 찾아갔답니다. ‘당신이 우리를 위해 

초라했던 성전을 허물고 다시 새롭고 멋있게 건축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우리가 그냥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는 것이 고통스

럽습니다. 그러니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성전 건축 공사에서 일정 부

분을 우리에게 할당해 주면 그곳은 우리의 힘으로 공사에 참여하

고 싶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의 이런 부탁마저 거절한다면 나중

에 또다시 무슨 빌미가 잡힐지 염려했던 헤롯은 아직 공사 전인 서

쪽 벽의 건축 부분을 유대인들에게 할당해 줍니다. 이런 허락을 받

은 유대인 랍비들은 그날 밤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게 되고 그 자리

에서 심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랍비는 ‘헤롯이 우리의 

성전 건축을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찾아가서 서쪽 벽을 

할당받아 왔느냐,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불만이 

쏟아진 것이죠. 그러나 그 회의 결론은 이렇게 났다고 합니다. 이

왕 헤롯으로부터 성전 건축의 서쪽 벽을 할당받긴 했지만, 헤롯처

럼 크고 화려하게 공사를 감당할 수는 없으니 각자의 집 뒷마당과 

앞마당에 있는 작은 돌들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성벽을 완성하기로 

한 것이죠. 

결국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예상했던 것처럼 성

전의 다른 부분은 크고 화려했지만, 유대인들이 쌓

은 서쪽 벽만큼은 그야말로 볼품없고 초라한 벽으

로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서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며 예언을 하십니다. ‘돌 위

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모두 허물어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믿

었지만 감람산에서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은 도무지 이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저 성전은 헤롯이 560톤이나 되는 

엄청난 바위로 쌓아 올린 건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 위에 돌 하

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예언은 40년 뒤에 정확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2천 년 전 AD 70년에 로마는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다시는 유대인

들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헤롯이 건축한 성전 건물

에도 불을 질러 모두 태워 버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전의 불이 꺼진 후, 로마 병

사들은 앞다투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벽에 발

라 놓았던 금들이 불에 의해 모두 녹아 돌 틈 사이로 스며들어 간 

것을 알고 그 금들을 주워가기 위해 560톤이나 되는 엄청난 바위

를 수백 명의 로마 군인들이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옆과 바

닥에 눌어붙은 금들을 뜯어가기 위해서였죠. 정말 예수님께서 예

언하셨던 것처럼 헤롯 성전 벽은 금을 뜯어가기 위해 달려든 로마 

군인들에 의해 그렇게 속절없이 허무하게 무너지고 또 무너져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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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서쪽 벽엔 금을 바르지 않아 로마 군

인들이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벽은 2천 년

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서쪽 벽이 지금의 통

곡의 벽입니다.

모두가 함께 쌓아올린 하나님의 공간
제가 이렇게 통곡의 벽을 소개하고 브래드TV의 전용 극장 정면에 통

곡의 벽을 그대로 재연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저희 브래드TV

의 새 사옥이 예루살렘의 성전과 비교될 수는 없겠

지만 이렇게 건물을 구입하고 갖춰나가는 방식이 유

대인들이 통곡의 벽을 만들어갔던 방법과 너무나 똑

같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브래드TV의 이사를 

위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후원금

을 보내주신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유대인들이 서

쪽 벽을 건축하기 위해 작은 돌멩이를 품에 안고 달려

왔던 것처럼 정말 십시일반의 정성으로 후원금을 보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비용을 또 어떤 분은 의자

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 또 어떤 분은 카메라를 구입

할 수 있는 비용을 보내주시고 또 작지만 정성스런 후

원금을 보내주신 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새 사옥을 구입할 수 

있었고 또 실용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래

드TV는 누구 한 사람의 건물이 아니라 이 건물을 위해 이름도 밝히지 않은 

작은 정성들이 모여 통곡의 벽을 완성하게 하신 많은 분의 것이라는 것을 너

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브래드TV의 새 사옥은 바로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새로 이사한 브래드TV의 새 사옥은 공교롭게도 한반도의 허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치에 브래드

TV의 건물을 마련해 주신 이유는 이 건물 높은 곳에 세워지게 될 다윗의 

별이 통일 한국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남쪽을 향해 비춰지고, 북쪽을 

향해서도 비춰지게 하려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남쪽과 북쪽 모두 한반도

에 살고 있는 한민족 모두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이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

리며 또 이 일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도와주신 시청자 여러분, 후

원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지만, 동시에 저희는 또 엄청난 거룩

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브래드TV를 시작

할 때 가졌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

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브

래드TV의 새 사옥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축복하시며, 저

희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신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여

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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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 기사로 보는 이스라엘과 중동

브래드 미니스트리 소식
BRAD MINISTRIES NEWS

  이스라엘 여행 정보 커뮤니티,    

‘GoGo 이스라엘’ 사이트 오픈

브래드 미니스트리에서 이스라엘의 각종 여행 정보를 담은 

웹사이트를 오픈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하기 위해 계획

을 세워보신 분들이라면 막상 한국어로 된 정보가 매우 부족하

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GoGo 이스라엘 사이트는 저희 

브래드 미니스트리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방문하면서 얻은 

정보를 정리해 이스라엘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관광지, 먹거리, 

숙소, 교회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여행 전에 반드시 알아

야 할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지식과 영상, 또한 여행에 꼭 필요

한 필수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스라

엘을 여행하면서 알게 되신 특별한 장소나 유용한 정보가 있다

면 회원가입을 하신 후 스스로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서 www.gogoisrael.

co.kr을 입력하신 후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아이콘을 추가하시

면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에 관한 여행정보를 빠르고 쉽게 찾

아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을 더 많은 

한국 크리스천들이 방문하고,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

어진 사이트인 만큼 많이 사용해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하반기,      

김종철 감독과 함께 떠나는 이스라엘 회복 순례 

저희 브래드 미니스트리 사무실로 2018년 하반기 이스라엘 회

복 순례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걸려왔었습니다. 매년 상반

기 2차례, 하반기 2차례씩 진행해 오던 회복 순례가 브래드 미니

스트리의 사무실 이전으로 이번 상반기에는 여러분과 함께 하지 

못했었습니다. 아쉬우셨던 많은 분들을 위해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회복 순례가 돌아왔습니다. 2018년도 11월 초에 진행될 

이번 회복 순례는 기존에 있었던 성지순례를 처음 떠나는 분들을 

위한 ‘올리브 코스’와 색다른 순례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무화과 

코스’ 외에도 이스라엘을 섬기기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석류 코스

가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석류 코스는 기본적인 성지 순례에 갈

릴리 호수에서 쓰레기 줍기, 이스라엘의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배

식하기 등 여행 뿐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그 땅과 유대인을 섬

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잊지 못할 시간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

다. 정확한 날짜와 일정은 7월 정도에 저희 홈페이지나, 방송, 카

카오톡을 통해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김종철 감독이 직접 아침마

다 특강을 진행하며, 브래드 필름의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 ‘용

서’, ‘제3 성전’, ‘루터의 두 얼굴’의 촬영현장을 방문하고, 메시아

닉 쥬와 함께 예배하고 전도하며 그 어느 투어보다 독특하고 감동

이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는 ‘김종철 감독과 함께 떠나는 이스라

엘 회복 순례’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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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로 보는 이스라엘과 중동

팔레스타인의 교육과
UNRWA의 선동에 의한 무고한 죽음

교사들은 보통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의 흥미를 일으키고자 열심히 노력한다. 이

는 UNRWA(국제연합 팔레스타인 난민 구

호기구)가 운영하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마

찬가지다. 다만 UNRWA의 선생님들이 부

추기고자 하는 것은 공부에 대한 흥미가 

아니라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감

이다. 가자 지구나 웨스트 뱅크,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팔레스타인 학생들에게 과학

을 가르치기 위해, 선생님들은 유대인에 대

한 폭력과 선동이 가득한 교과서를 사용한

다. 이러한 가르침의 결과는 비극적이게도 

지난 5월 14일 가자 지역 국경에서 발생한 

끔찍한 사건에서 드러났다. 

팔레스타인의 이러한 교육은 유네스코가 

이야기하는 서로 간의 평화와 용인 그리고 

존중의 규칙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치 전혀 무섭지 않은 

인물인 것처럼, 새총을 던지는 아이들보다

도 작게 그려놓음으로써 어린아이들이 이

스라엘 군인들에게 겁 없이 마구잡이로 달

려들도록 선동한다. 이러한 그림의 숨겨진 

메시지는 어떠한 어린이도 무장한 군인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UNRWA 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유대인을 미워하도록 가

르치며, 순교를 영웅시하고, 폭력을 통해서

만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착

각하게 만들고 있다. 팔레스타인 당국은 

2017년 현재 교과서의 문제를 바로잡고 유

네스코의 기준에 맞춘 새로운 교과과정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후 IMPACT-se와 중동정책 리서치 센

터는 팔레스타인 학교의 1학년부터 12학년

이 배우는 수백 권의 새로운 교과서를 번역

하고 분석했는데, 새롭게 출간된 교과서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는커녕 그전 교과서

보다 더 극단적인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고 

보고했다.

새롭게 개편된 교과서는 시오시즘의 시작

을 1856년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성지에 사

는 유대인의 존재 자체를 범죄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67년 국경을 정당

한 팔레스타인의 땅이라고 구체적으로 언

급할 뿐아니라 9학년 아랍어 교과서는 이

스라엘 버스에 가해진 화염병 공격을 ‘바비

큐 파티’라고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 새로운 교과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대신 ‘시온주의 점령국’ 또는 ‘점령국’

이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수치를 

일으키는 내용들과, 순교의 영광에 대한 미

화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순교자

가 처녀들에게 둘러싸인 파라다이스에 가

게 된다는 내용은 더욱 자세히 설명되어있

으며, 개인적인 성공이나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은 겁쟁이로 묘사되어있다. 

이 모든 커리큘럼의 초점은 이스라엘을 악

마화하는 것에서 전쟁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것까지 확장되었다. 중동정책 리

서치 센터는 이러한 메시지가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교과과정에 포함되

어있다고 이야기한다.

UNRWA 학교는 주로 미국과 EU의 납세

자들의 돈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7년 미

국은 UNRWA 약 3천 8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지원했다. 이는 UNRWA 재정의 절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미국은 지난 4년 

동안 UNRWA에 1조억 원을 지원했으며 

1950년 UNRWA가 세워질 당시에는 약 

6조 원을 지원했다. 

더그 램본 미국 하원의원은 UNRWA의 투

명성을 요구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는 “UNRWA는 학교를 통해 팔레

스타인 아이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증오

와 유대인에 대한 폄하를 가르치고, 무고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테러

를 칭송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

을 져야 하며, 이러한 행위는 미국인들의 혈

세를 악용하는 것이다. UNRWA의 선생님

들이 이러한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기사출처 : https://www.algemeiner.com
The Algemeiner는 1972년 미국에 설립된 국제 
신문사로서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소식을 전
하고 있다. 이 기사는 5월 22일에 실린 기사로 UN의 
산하기구인 UNRWA가 운영하는 팔레스타인 학교의 
실상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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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서 찾아 본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7가지 
1.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_로마서 11:2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_이사야 44:21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_에스겔 36:24~27

2. 우리 모두는 이스라엘의 실족함으로 유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_로마서 11:11

3. 우리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_로마서 11:18

4.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_로마서 11:28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_예레미야 31:3

5. 우리는 이스라엘에 긍휼을 보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이스라엘]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_로마서 11:31

6. 이스라엘을 통한 더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_로마서 11:15

7.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_로마서 10:1

나는 너희[이스라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_사무엘상 12:2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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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이빗과 레아 오르티즈입니다. 1985년부터 이스라엘에서 주

님의 사역을 해온 지 33년이 되었습니다. 이 세월은 저희에게 정말 특권이었

습니다. 저희는 6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중 몇몇 아이들이 주님께 돌아

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리엘에서 다양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과 

평일에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운영하며,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믿는 자들을 

위해 러시아어로 성경공부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서 많

은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지요. 현재 저희 공동체에는 40~50명

의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이 소련에서 건너오신 분들이며, 저희 아들 3명이 

이 사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에 계신 250여명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위한 사역도 5년간 지

속해오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이분들을 위해 음식과 옷, 그리고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드리고 있지요. 

한번은 독일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한 저희의 지인이 저희 공동체에 한 영화

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러시아어로 되어있었는데 성경에 기초하여 이

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죠. 저희는 홀로코스트 생

존자들을 모셔서 이 영화를 보여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민

족을 사랑하는 독일 사람을 보며 큰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핀란드에 사는 한 러시아인 가정은 일 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에 방문

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분들을 위하여 콘서트를 열고 이분들을 섬겨주십니다. 

이들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좋아하시는 히브리어와 러시아어로 노래를 불

러주는데 이 노래들에는 항상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저희 또한 많은 생존자들을 알게 되고, 더욱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온 편지

데이빗 & 레아 오르티즈
메시아닉 사역자

데이빗 오르티즈와 레아 오르티즈는 이스라엘 아리엘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메시아닉 사역자입니다. 2010년도 예수님을 믿는 데이빗 오르티즈의 가정을 

못마땅히 여긴 정통 유대인 중 한 명이 그들의 집에 폭탄을 보냈고, 이 폭탄으로 인해 

막내아들 아미 오르티즈가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김종철 감

독의 첫 번째 다큐멘터리 영화 ‘회복’의 주된 소재가 되기도 했지요. 그 이후 브래드

TV에도 출현하며 브래드TV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브래드TV 후원자들로부터 후원금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 특별히 

데이빗 오르티즈 부부가 브래드TV 후원자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안부 인사와 함께 현재 사역을 소개하는 반가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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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사역 또한 팔레스

타인 당국의 정치적 종교적 압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장

을 이루고 있습니다. 웨스트 뱅크의 한 지역에서만 무슬림이었던 

100개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2017년 이들과 다른 

무슬림 마을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위해 아랍 성경과 책가

방, 옷, 신발을 제공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아미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08년

에 정통유대인이 저희 집 앞에 놓고 간 폭탄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

을 입은 아미를 위해 신실하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미는 미국에 살고 있으며, 심리학 학사를 취득하고 이라크와 아

프가니스탄의 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용사들을 돕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상 심리학 부분의 박사과정을 공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충만하고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고 

있으며, 잘 지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때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

고 있습니다. 아미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한국의 후원자분들의 후한 지원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은 저희의 사역이 확장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

으며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아웃리치를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

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은 저희의 힘이자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저희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사랑을 드리며

데이빗과 레아 오르티즈 드림

기도 제목

이란과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기지를 세우며 이스라엘의 북쪽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해 용감히 싸우는 군인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도자들의 지혜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3.  저희 가정과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더욱 성숙하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4.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5.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구원과 건강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후원방법

1. 직접 데이빗 오르티즈에게 후원금을 송금할 때

Bank Name LEUMI
Account No. 06616914
Bank Address  943Hod Hasham-branch, 7Habanim street Hod Hasham, ISRAEL
SWIFT Code LUMIILITTLV

Country ISRAEL

예금주  Leah Ortiz

2. 브래드TV가 대신 후원금을 전달할 때

여러분이 데이빗 오르티즈에게 직접 송금하실 때에는 한국 쪽에서도 수수료가 발생하며 또 이스라엘에서 찾을 때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돈을 절약하기 원하거나 직접 송금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엔 아래의 계좌로 보내주시면 브래드TV가 대신 직접 

찾아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명 NH농협  /  계좌번호 302-1023-5851-71  /  예금주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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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영접한 이스라엘의 살인 미수범

이스라엘 사역 단체 원 포 이스라엘은 지난 5월 28일 기도 편지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교도소에 수감된 살인 미수범이 최근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의 주인공은 34살의 유대인 남성, 미가입니다. 미가는 여자친구에게 생

명이 위독할 정도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 여자친구는 

치료를 받고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그녀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미가를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교도소에 면회를 가서 미가에게 복음을 전했

고, 그녀가 미가를 용서했다는 사실도 전해주었습니다. 미가는 그녀의 고백에 큰 충격을 

받아 회심하게 되었고 결국 그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 포 이스라엘의 사

역자인 모티가 교도소에 면회를 가거나 전화를 통해 미가와 신앙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모티는 미가에게서 기쁨과 함께 예수님을 더욱 알고 싶어 하는 갈망이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기도제목

●  미가가 말씀과 기도, 교제를 통해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 이제는 사람을 해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  미가가 전하는 복음과 변화된 모습을 통해, 교도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메시아닉 공동체와 │
│믿는 자들의 소식과 기도      │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원 포 이스라엘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
유발센터
하티크바 프로젝트
아쉬라
티페레트 예슈아 공동체
베아드 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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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남부 아라드의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는 이스라엘의 남부 네게브 사막에 거주하는 베두인 사람들에

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사역자들은 베두인 사람들에게 옷과 식료품을 전

달해주고, 매달 격주로 베두인 여성 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 모임을 통해 사역

자들은 베두인 여성들과 체조나 공예, 미술 등 여러 활동을 하며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스데이 예슈아 공동체에서는 매주 소규모 전도팀이 이스라엘 

해변으로 가서 성경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성경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쉽

게 찾아볼 수 있도록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적혀있는 이사야 9장과 53장,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 적혀있는 마태복음 1장과 요한복음 3장에 책갈피 스티커가 붙여

져 있습니다. 전도팀은 많은 사람이 성경을 받고 표시된 말씀을 읽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  베두인 사역팀이 이슬람 세력에게 위협받지 않도록 늘 보호해주시고, 베두인 사람들

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  전도팀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받은 사람들이 

표시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메시아닉 음악 미술 센터      

유발 센터

유발 센터는 예루살렘에서 2010년부터 시작됐고 메시아닉 센터로서는 유일하

게 찬양과 음악, 미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진 예술적인 창조성과 음악

성을 키워내고 훈련시켜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센터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현재 유발 센터는 예루살렘과 텔아비브에 각각 캠퍼스를 가지고 있고 

매주 수업과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발 센터의 수업은 피아노, 기타 등 

악기 수업과 보컬 수업, 댄스 수업, 미술 수업, 히브리어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

다. 이곳에서는 메시아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약 30개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대 또한 넓어서 최소 3세부

터 최고 76세의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유발 센터는 학생들과 함께 매년 절

기 기념행사나 연주회를 열고 병원 등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공동체들과 연합하여 메시아닉 음악 축제와 콘서트를 열기도 합니다.

기도제목

●  유발 센터를 다니는 모든 학생이 수업을 통해 지식과 기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  메시아닉 공동체와 열방의 교회를 섬길 경건한 찬양 사역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  유발 센터가 계속 행사와 공연 등을 통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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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유일의 메시아닉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는   

하티크바 프로젝트

하티크바 프로젝트는 입양 사역, 치과 진료소 사역, 재정 지원 사역을 통해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 단체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메시아닉 치과 진료소를 운영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곳입니다. 2015년 예루살렘에서 시

작된 치과 사역은 2017년 말 하이파에도 새로운 진료소가 생김으로 더욱 활력을 띄고 있

습니다. 하티크바 프로젝트의 기도 편지에 따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 약 2천 명 이상의 환

자를 치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4월부터 치과 진료소를 통한 새로운 전도 활동을 시

작했다고 합니다. 하티크바 프로젝트는 진료소를 찾아왔던 환자들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

기 위해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메시아닉 공동체 성도들과 연락을 주고

받고 싶은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알고 싶은지를 묻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게도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응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  하티크바 프로젝트의 스탭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셔서,     

수많은 환자에게 전화를 걸 때 지치지 않고 항상 친절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모든 환자와 연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  환자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게 될 메시아닉 공동체와 성도들이    

항상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  그들을 예수님께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메시아닉 음반회사       

아쉬라

2015년 메시아닉 유대인 엘리 벤모셰는 이스라엘에서 음반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나는 

노래하리(I will sing)’라는 뜻을 가진 아쉬라 음반 회사는 메시아닉 성도들의 믿음 생활

에 도움을 주고자 메시아닉 찬양을 제작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 회

사는 마오즈 이스라엘, 캐롤린 하이드, 버지타 벡슬러 등 여러 메시아닉 공동체 및 가수들

과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회사는 뮤지션들과 작업할 때 몇 가지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뮤지션들이 이스

라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모든 노래의 가사가 히브리어로 쓰여야 하며 어색

한 히브리어 발음이 아닌 원어민 발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이 담긴 히브

리어 찬양 앨범들을 통해, 많은 메시아닉 뮤지션들이 이스라엘에서 직장을 다니거나 군복

무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아쉬라의 제작자들과 스탭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재정을 주셔서,    

계속해서 좋은 퀄리티의 찬양곡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  그리고 히브리어 찬양곡을 통해 믿는 유대인들이 힘과 기쁨을 얻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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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닉 신인 뮤지션들을 위한 특별한 공연장소

텔아비브의 중심가에는 메시아닉 공동체인 티페레트 예슈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이 공동체에서 지난 2016년 초부터 매달 특별한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닉 

신인 뮤지션들이 공동체 안에 있는 야드 아만이라는 작은 공연장에서 믿는 유대인들과 믿

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라이브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메시아닉 뮤지션들

이 야드 아만을 통해 생애 첫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무대에 선 신인 뮤지션 중에는 

이스라엘 TV 방송에 출연해 실력을 뽐냈던 샤이 솔과 츠릴 골드만도 있었습니다. 

티페레트 예슈아 공동체는 메시아닉 뮤지션들이 야드 아만 공연장을 밑거름 삼아 각

자의 공동체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자작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

습니다.

기도제목

●  이 공연장을 통해 이스라엘에 있는 메시아닉 뮤지션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그들 모두가 주님만을 찬양하는 뮤지션들이 될 수 있도록

●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곳에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  메시아닉 뮤지션들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30년간 이스라엘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온 낙태 반대 사역 단체  

베아드 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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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고 이곳의 스탭들은 모두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베아드 하임은 이스라엘 주요 도시마다 상담원들을 배치해 낙태를 고민하는 여성들에

게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아이를 낳겠다고 결심하면 아

기 침대, 기저귀, 유모차 등 1년 간 필요한 모든 육아용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미 낙태

를 경험한 여성들을 위해서도 생명의 정원과 성경 공부반을 운영함으로 자신의 아이를 추

모하며 직접 나무를 심고 주님의 회복과 위로를 체험할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들에게 낙태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광고함으로 낙태에 호의적인 이스라엘 사회를 변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  이 단체의 대표인 샌디를 비롯해 모든 메시아닉 스탭들을 축복하며 이들이 쏟는  

감정, 시간, 재정 등의 모든 헌신이 풍성한 은혜로 그들의 삶에 갚아지도록

●  베아드 하임을 통해 아기들의 생명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아기들의 가정을   

항상 축복해 주시도록

●  이스라엘 정부와 대중이 낙태의 위험성과 생명의 귀중함을 깨닫고    

이 일에 동참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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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화/Tues 

가자에서 날린 불붙은 연으로 인한 화재
가자 국경에서 날린 불붙은 연으로 인해 이스라엘 소방관들이 최소 세 차례 

출동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3월 말부터 시작된 가자 국경 시위에서 연과 

헬륨 풍선을 통해 수백 개의 연료와 폭약이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을 향해 날

아오고 있다. 이 중 불붙은 연이 가자 국경 북부 근처에 위치한 한 대학에 화

재를 일으켰고, 소방관이 현장으로 달려오는 동안 급속도로 퍼졌다. 소방관과 

군인 및 해당 지역의 이스라엘 주민들은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불붙은 연으

로 인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매일 힘쓰고 있다. 가자 지구 부근에서 발생한 

200여 차례의 화재로 인해 현재 4,300에이커의 이스라엘 땅이 파괴됐다. 

(TI)

Fires caused by flaming kites from Gaza
Firefighters responded to at least three fires in Israeli territory caused 
by flaming kites sent from the Gaza border. Since the protests began 
along the Gaza border in late March, hundreds of burning fuel and  
explosives have been sent across the border via kites and helium   
balloons. One of the fires broke out near the northern part of the border 
near a college and spread rapidly as firefighters rushed to the scene. 
Firefighters, soldiers and local Israeli residents have worked on a daily 
basis to try to contain the fires in Israel ignited by burning kites. More 
than 200 fires in the Gaza periphery have destroyed some 4,300 acres 
of Israeli land. (TI)

불타는 연과 풍선으로 인해 아무도 다치지 않고, 

이 위협에 대한 해결책이 속히 세워지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no one would be hurt by the burning 
kites and balloons and that a solution to this 
threat would be quickly found. 

6월 주요소식
이스라엘&중동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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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목/Thur  
20번째 게이 프라이드 행진
이스라엘에서 매년 열리는 프라이드 위크(Pride Week)는 이스라엘뿐 아니

라 전 세계 성 소수자(LGBT) 커뮤니티에서 온 수만 명의 사람들을 텔아비

브의 거리로 모여들게 한다. 올해는 주요 행사인 프라이드 행진이 20주년을 

맞이하여 가장 큰 규모로 열릴 예정이며 이 행사는 중동과 아시아에서 열리

는 가장 큰 성 소수자 행사이다. 이들은 동성애자가 이스라엘의 적십자사에 

피를 기부할 수 있게 된 것, 이스라엘 최초의 게이 시장의 등장, 동성애자들

도 받아들이겠다는 이스라엘 보수 정당의 의지 표현 등 자신들의 넓어진 입

지를 축하할 예정이다. (JP)

Israel’s 20th gay pride parade
Israel’s annual Pride Week attracts tens of thousands of members from 
the LGBT community, both in Israel and from foreign nations, to the 
streets of Tel Aviv to celebrate. This year marks the 20th year of of the 
Pride Parade, the main event, and is anticipated to be the biggest celebrated 

so far, which also makes it the biggest in the Middle East and Asia. This year the community celebrates more ground gained by 
the LGBT community such as: homosexuals being allowed to donate blood to Israel’s Red Cross, Israel’s first openly gay mayor 
and one of Israel’s most conservative political party’s willingness to accept gay participants. (JP)

2018.06.13 수/Wed 

국제 인권 감시단, 이스라엘에 전쟁 범죄 비난
국제 인권 감시단은 이스라엘이 최근 몇 주간 가자 지구의 시위자들에게 치

명적인 무력을 사용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전쟁 범죄로 간주된다고 비난했다. 

이 성명서는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의 “과도한 무력 사용”에 대한 결의안을 

투표하기 직전에 발표되었다.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이달 초 이와 

유사한 결의안이 발표되었을 때 이 결의안은 하마스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으

며, 극도로 편파적인 결의안이라며 거부했었다. 가자 지구의 시위가 두 달 전

에 시작된 이래로, 11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국경을 지키는 이스

라엘 군인들과의 충돌로 목숨을 잃었다. (TI)

Human Rights Watch accuses Israel   
of war crimes
The Human Rights Watch accused Israel of using lethal force against 
the Gazan protestors in recent weeks and that these acts constitute war 
crimes. The allegations were made in a statement issued just before an 
emergency UN General Assembly meeting was held to vote on a resolution 
against Israel’s “excessive use of force.” US Ambassador Nikki Haley vetoed a similar resolution earlier in the month, calling 
it “grossly one-sided,” as it failed to condemn the actions of Hamas. Since the Gaza protests have started two months ago, over 
110 Palestinians have lost their lives as Israeli soldiers have defended its border. (TI)

국제사회가 하마스를 비난하고, 부패한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 국민을 보호하도록 기도합시다.

Pray for the world to condemn Hamas and 
defend the Palestinian people from their own 
corrupt government.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for Israel to repent and receive forgive-
ness by the grace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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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화/Tues 

미국, 유엔 인권 이사회 탈퇴
니키 헤일리 주유엔 미국 대사는 미국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 공식 탈퇴했

다고 발표했다. 헤일리 대사는 유엔 인권 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나치게 

편파적이며, 전 세계의 인권 침해에 비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 인권 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수많은 불공정한 결의안에 찬성하

며 오히려 엄청난 인권 침해를 저지르는 국가들을 보호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미국이 유엔 이사회를 내부에서부터 개혁하려 했지만 다른 나라들의 협조가 

부족했기 때문에 탈퇴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HAA)

US withdraws from UN Human Rights Council
On Tuesday, US Ambassador to the UN, Nikki Haley, announced that the 
US has officially withdrawn from the UN Human Rights Council. She 
said the Council was biased against Israel and inefficient in combating  
human rights violations around the world. The US claims that the council 
provides cover for countries that performs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while accepting a disproportionate number of resolutions against Israel. 
Haley said that the withdrawal came after the US tried to reform the council 
from the inside, but failed due to a lack of cooperation from other countries. (HAA)

2018.06.20 수/Wed 

하마스, 이스라엘에 45발의 로켓 발사
6월 19일 화요일 밤,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45발의 로켓과 박격포를 발사했

다. 그중 일부는 이스라엘 국경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마을에 떨어졌다. 7발

의 로켓과 박격포가 아이언 돔에 의해 차단되었지만 적어도 3발이 가자 지구

에 떨어졌다. 정확한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가자 지구 근처에 위치한 이

스라엘의 여러 마을이 피해를 입었다. 한 박격포는 보육원 근처에 떨어졌다. 

이스라엘 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25곳의 하마스 군사 목표를 세 차례 공습

했다. 이 사태는 팔레스타인 시위자들이 불붙은 연과 풍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악화되었다. (Ynet)

Hamas fires 45 rockets;     
IDF attacks 25 Hamas targets
Hamas fired some 45 rockets and mortar shells at Israel on Tuesday night, 
some of which landed in Israeli communities near the border. Seven 
rockets and mortar shells were intercepted by the Iron Dome and at least 
three landed in Gaza. Although no injuries were reported, damages were 
sustained in various Israeli communities. One mortar shell landed on a 
pathway near a nursery. The IDF responded by striking 25 Hamas  
military targets in three waves. This escalation is the result of   
the airborne arson attacks against Israel by Palestine. (Ynet)

미국과 같은 주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유엔의   

불공정하고 편향된 정책에 대해 비판함으로 유엔과   

그 영향력이 재검토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Pray that the influence of the UN in the 
general public would be questioned as major 
parties like the US draws attention to its unfair 
biases and policies against Israel. 

이 지역에서 더 이상 폭력 사태가 확대되지 않고   

멈춰지도록 기도합시다.

Pray against any more escalation in the region 
and for the violence at the border to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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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목/Thur  
사라 네타냐후, 사기 혐의로 기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 사라 네타냐후가 10만 달러에 가까

운 국고를 부당 이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돈의 대부분은 유명한 요리

사를 고용하여 개인 식사를 제공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주 정부 회계사가 지

출내역을 알 수 없도록 조작되었다. 네타냐후 여사는 가계 재정 기록을 위조

한 것, 주방 직원을 잘못 기재한 것, 주 정부 지침에 부합하는 임금으로 낮추

기 위해 웨이터 근무 시간을 늘린 혐의를 받고 있다. (NYT)

Sara Netanyahu indicted on fraud charges
Sara Netanyahu, wife of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was 
indicted on Thursday on charges of improperly using close to $100,000 
of state money. Most of the money was used to hire well-known chef to 
cater private meals, which was covered up to prevent state accountants 
from learning of her trespasses. Mrs. Netanyahu is accused of falsifying 
household financial records, misidentifying kitchen staff members and 
inflating the hours worked by waiters in order to show a lower rate of 
pay that fell within state guidelines. (NYT)

2018.06.22 금/Fri
쿠슈너와 평화 협정팀, 네타냐후와 회담
트럼프의 중동 특사인 재러드 쿠슈너와 제이슨 그린블랫이 요르단, 사우디아

라비아, 이집트, 카타르를 방문한 뒤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쿠슈너, 그린블랫, 

데이비드 프리드먼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금요일 오후 네타냐후 총리와 

만났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의 지역 개발,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 

과정, 가자 지구의 안보와 인도주의적 상황에 관한 회담을 가졌다고 발표했

다.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미국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국 대사는 

평화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JP)

Kushner and peace team meet with Netanyahu
Jared Kushner and Jason Greenblatt, Trump’s envoy to the Middle 
East, arrived in Israel late Thursday, after visiting Jordan, Saudi Arabia, 
Egypt and Qatar. Kushner, Greenblatt and US Ambassador to Israel 
David Friedman met with Prime Minister Netanyahu on Friday 
afternoon. The Prime Minister’s Office said that the meeting was on 
the regional developments of Israel, the peace process with the 
Palestinians and the security and humanitarian situation in Gaza.  
The US envoy will have to figure out how to present their plan for 
peace even as the Palestinian Authority rejects and boycotts their visit.        
(JP)

이스라엘에서 부패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Whether Mrs. Netanyahu is innocent or guilty 
of these crimes, pray that corruption would 
be purged from Israel and for justice to be 
delivered by God.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하길 기도합시다.

Pray that true peace would come upon   
Jerusalem and the people of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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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애

샬롬~ 김종철 감독님과 사모님과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브래드TV를 통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며 바른 이스라엘 뉴스와 국제정세를 전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최근에 일입니다.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이라는 뜻깊은 뉴스를 보기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가자 지역에서 발생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시위 도중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수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었다는 왜곡된 뉴스뿐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브래드TV를 몰랐을 때에는 저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심했네~”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브래드TV를 통해 생생한 이스라엘의 뉴스를 보고 국제정세를 보았기에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씀을 빌려 ‘가짜 뉴스’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이런 가짜 뉴스에 영어를 잘못하지만 번역기를 이용해서 백악관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에 영어로 이러한 사실들을 적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 글을 쓰는 것은 어떤 선물을 바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 대한 바른 소식을 전해주는 뉴스는 김종철 감독님이 한국에서 유일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를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부족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항상 브래드TV의 로고나 자막을 볼 때마다 작은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든 디자인과 기획에 항상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_시편 122:6
아멘,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월간지 발행을 축하드리며 정말 최고입니다. 저희가 못 하는 일들을 이렇게 힘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링컨 대통령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싸움을 하길 원하고, 
우리들은 항상 위로부터의 오는 하나님의 지혜, 명철, 지식, 근신으로 싸우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자의견

김현미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주님 오신 그곳! 

2016년 이스라엘 땅을 밟았던 꿈꾸는 것만 같았던 시간을 뒤로하고 

복음에 빚진 자로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며 무엇으로든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김종철 감독님의 이스라엘 여행기를 접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치시는 한국인 감독님의 일상을 보면서 

감사와 함께 한 걸음씩 마음으로 같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때)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우둔하게) 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눈에 보이게 가까워졌구나 싶습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를 통해 우리 손안에 이스라엘을 올려놓아 주시고, 

오직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맴돌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위해 많이 많이 심을 수 있는 

재정의 물꼬도 활짝 터 주시길 기도합니다! 

아울러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달려갈 길도 친히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사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브래드 미니스트리에 보내주신 후원자분들의 정성 어린 편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많은 분이 보내주신 격려와 기도, 응원의 메시지는 저희 브래드 미니스트리의 큰 힘이 됩니다. 

동역자 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독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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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d Ministries는 전문적인 미디어 기술과 열정을 바탕으로 하여

1.	이스라엘의	장자됨을	회복하려	합니다

 모든 유대민족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외치며

 이스라엘이 온전한 회복을 이루기까지 미디어를 통해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입니다.

2.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을	품는	자리에	이르도록	합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이스라엘과 유대민족에 관하여 성경에 기반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도록 도와 이스라엘 선교에 동참하도록 할 것입니다.

3.	 One	New	Man의	회복의	길을	놓으려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와 유대인들이

 서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연합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