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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 전도에 대해 배우고 싶어하는 크리스챤에게

곧 Jews for Jesus가 우리의 마지막
이자 가장 중요한 전도 운동을 시작
합니다 – “당신의 하나님을 바라보
아라.” 우리는 포괄적이고, 계획적이
며, 기도로 이루어 나가는 전도 운동
을 선보일 것입니다.
정통 유대인과 무슬림 급진파를 포
함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집중하고자하는 날짜와 장소
에 대해 미리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습니다.
나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집중할 것
임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가 조심스러운 이
유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
며 오늘 선물로 이 캠페인을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 “당신의 하나님을 보아라”는 웅
대한 피날레로서, 18 년 동안의 세
계 복음화 추진력의 절정이 될 것입
니다.
잘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하나님을 보아라,” 또는 우리가 부르
는대로 “BYG”는 25,000명 이상의 유
대인 인구 (이스라엘 이외의 66 개
도시)가 있는 모든 도시에서 일어나
는, 세계적인 포화 전도 사역입니다.
지난 8 년 동안, 우리는 특히 이스라
엘 땅의 도시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
역을 포함하는 11 개의 중요한 지역
에 있는 도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각각에 Jews for Jesus 스태프와 자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당신의 하나님을 보아라” 예루살렘
바로 지금이다

원 봉사자로 이루어진, 약 20 명의
팀이 4주 동안 일주일에 6 일, 하루
8 시간에서 10 시간을 보내면서 일
대일 전도를합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직접 얼
굴을 볼 수 있게 거리를 방문하고,
집집마다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걸고, 콘서트와 예술 공연과 같은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우리는 미
디어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인쇄
물, 광고판 및 소셜 네트워크 등 다
양한 방식으로 말씀이신 그 분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음에
푹 젖게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
을합니다.
우리는 490,000 개의 전도지를 나
눠주고 67,000 건 이상의 전화를
했습니다. 12,000 명 이상의 이스
라엘 사람들이 우리에게 연락처를
주고 그리스도에 관해 더 많은 것
을 듣고, 수백 명의 이스라엘 사람
들이 예슈아를 그들의 메시야로 영
접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이 미전도 종족 집단과 접
촉하는 이 상황을 고려하면 엄청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최종 피
날레, 최종 도시 - 예루살렘과 그
녀의 750,000 명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음에 푹
젖게하려는 노력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끌어
들이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을합니다.
사도 행전 이후로 이런 적은 없습
니다! 이것은 진정한 영적 전쟁의
참호 속에서의 전도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각 유대인과 함께, 유대인
들이 예수와 아무 관련이 없어야한
다는,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프로
그래밍”을 극복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사탄은 이 도시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 잡고 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곳은 모든 세
대의 우주적 충돌을 위한 본 무대
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보아라” 예루살
렘은, 우리의 78번째 도시 (이스
라엘에서 12 번째)는 최종 목적지
가 될 것이며,이 포괄적인 캠페인
에서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그리
고 우리는 실제로 이를 위해 일해
왔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유대인
거주자 200 명 중 1 명 미만이 이
미 그들의 메시아를 알고 있을 뿐

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복음을 나눌 때, 그
들이 예수님을 영접 할 때 “유대인”
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
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
던 첫 번째 신자들이 유대인임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을 메시야로
가리키는 구약 성경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
님의 축복을 약속하는 예수의 유대
인 추종자들이 쓴 신약 성경 구절
들을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회의적인
이유에 대해 시간, 인내, 이해가 필
요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온화한
사역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이 오랫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를 믿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손으로 직접 딴 열
매의 수확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보아라” 예루살
렘 캠페인은 금년 후반에 시작합니
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 팀의 안전
을 위해 일시를 말할 수는 없습니
다. 그러나 곧 열심히 일하는 선교
사들로 이루어진 우리 팀은, 이 특
별한 지역에 있는 유대인 구도자들
을 연결하고 팔로우업하는 보람있
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텔 아비브 (Tel Aviv)
와 하이파 (Haifa)를 포함한 다른
이스라엘 도시에서 많은 경험을 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이 작업
을 수행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여러면에서 다
릅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희생 제물로
묶으라고 명한 곳입니다 ...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입니다 ...
예수님이 그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
을 만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
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습니다 ... 그
리고 그가 어느 날 권능과 영광 중
에 돌아오실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의 눈이 여전히 예
루살렘을 주목하는 것은 놀라운 일
이 아닙니다. 세 주요 세계 종교 유대교, 이슬람교 및 기독교는 예루
살렘을 신성한 곳으로 주장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신앙 생활의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도는 이 도시와 유명한 템
플 마운트 (Temple Mount)를 자신
들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헤드 라인
을 보면 유태인이나 서양인에 대한
무슬림 테러리스트의 공격이 없는
일주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종교적 충돌은 정치적 충돌과
함께 매우 다양한 인구층과 결합되
어, 예루살렘을 일촉즉발의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가
장 가난한 도시인 예루살렘은 유대
인 세계의 핵심인데 예수님의 복음
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
리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사
랑을 가져 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팀은 거의 1 년 동안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른 메시
야 사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이루

고 육성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실험
했습니다.
이사야 40 장 9 절의 부르짖는 외침
을 기초로 ... 유다의 도시들에게 말
하십시오. “당신의 하나님을 보아
라!” 우리는 400 명의 자원 봉사자
들과 함께 전세계의 Jews for Jesus
선교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각 팀
원은 예루살렘에있는 유대인 인구
의 주요 부분에 도달하는 데 필수
적인, 기도가 부어지고 집중된 팀
워크에 전념했습니다.
팀들이 모여서 계획이 어떻게 진행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놀랍습니다. 나는 여러 번 그
것에 관해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시간이라서 나는 안심하
고 기쁩니다. 당신이 내 흥분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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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고 하나님 께서 이스라엘에서 행
하시는 기적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2,000 ~ 4,000 명의
이스라엘인들과 의미있는 만남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 정통 유대인
• 대학생, 특히 유명한 히브리 대학
교의 학생들
• 중독으로 고통받는 형제자매들.
• 가난하고 배고프고 집이없는 사
람들
• 이스라엘 사회로의 편입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러시아계 유대인 이
민자들
• 미국, 영국 및 남아프리카에서 온
베이비 붐 세대들(영어 사용자)
• 예술 공동체, 현재 예루살렘에 증
가하고 있음
• 스포츠 사역, 특히 열렬한 축구
공동체
우리의 성공의 열쇠는, 각 사람과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이며, 그들을 돌
보는 지속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에
Jews for Jesus 지부가 많은 사람들
에게 열려서, 눈에 보이는, 영구적
인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도시를 위해
우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
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
십니다. 그분은 결코 잊지 못할 도
시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늘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도 이 부담을 주셨습
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마음에
감동을 느끼기를 바랍니다. 평화와
영적 변화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줄 수있는 유일한 메시지로 예루살
렘 시민들에게 다가 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관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수
적입니다.





남겨 두 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하
나님은 유대인들을 그의 아들 예수
님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회복 시키
겠다고 약속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롬 11 : 25-27). 그렇기
때문에 오늘 메시아에 대한 진실
을 알게 해주는 훌륭한 선물을 보
내 주길 바랍니다.
메시아 안에서 당신의 형제인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우리는 가장 도전적이고 가장 중요
한 예루살렘을 “당신의 하나님을
보아라” 캠페인의 마지막 관문으
로 남겼습니다. 문은 이전과 다르
게 완전히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
러분이 메시아의 진리를 통해 그분
의 백성들에게 다가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도록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보아라”
예루살렘이 캠페인이 시작되었습
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서십시오!
세금정산이 가능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양식을 신용카드 정보나 수표
정보와 함께 밑의 세 주소 아무 곳
으로 동봉해주시기 바랍니다

Yes, David I’m with you all the way. Use this gift of $ 			

for BYG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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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낼 때,
Jews for Jesus는 “당신의 하나님
을 보아라” 캠페인의 마지막, 전례
없는 이 단계를 위해 180 만 달러
를 모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온라
인, 대중 교통 및 인쇄 광고, 전도지,
성경 및 후속 자료; 운송, 주거, 음식
및 기타 필수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미래
사업을 위해, 예루살렘에 새로운 지
부를 창설하고, 흥미 진진하고 대대
적인 이스라엘 사역 확장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전 세계 이사회, 사역
자들 (예, 우리 형제자매들이 관대
하게, 희생적으로 기부해 주었던),
그리고 다른 사역의 친구들에게서
온 특별 선물을 통해 107 만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당장 말씀드립니다. 목표를
채우고 우리의 가장 야심 찬 봉사
활동을 가능하게끔 도와주시기 바
랍니다. 아무 조직도 시도한 적이
없는 거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확실히 예루살렘에는 이전
에 없었습니다. .
이스라엘의 기독교 공동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현지 지원이 거의 없
습니다.
이 기금은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
포르에서 당신과 다른 파트너로부
터 온 것이어야합니다. 나는 하나님
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업은 실제로 우리의 예산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
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이상입니
다. 아마 당신은 예수님을 위해 유
대인들에게 줄 수 있는 것 외에 특
별한 선물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
다. 가능하다면 너무 감사 할 것입
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며칠을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도시를 위해 우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잊지 못할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늘 그의
마음에 있습니다.

		

Postcode

Card expiry

I wish I could give just now, but my finances are
too tight to give. Can I please receive prayer reminders from Israel? My email address is



   
/

I’m sorry, I just can’t keep up with all you are
doing, and ask you to remove my name from
your mailing list. Thanks and God bl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