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메시아닉 찬양 인도자, 캐롤린 하이드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태어나 정통 유대교 집안에서 자라며 
이스라엘로 알리야 했던 그녀는 예슈아를 만난 뒤, 복음을 널리 알리는 전도자
로 거듭났습니다. 그녀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남편과 자녀 모두 이스라엘의 구
원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가족이 갈릴리 거리에서 함께 노방 전도
하는 모습이 사도행전 사도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희 브래드TV에서
도 이 부부를 만나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9월 14일, 캐롤린 자매의 남편인 리차드 하이드가 긴급한 기도 요청을 보
내왔습니다. 캐롤린 자매가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앞에서 달리고 있던 트
럭이 급정거하였고, 충돌을 피하고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따라오던 차가 
속도를 조절하지 못하고 캐롤린 부딪힌 것입니다. 
사고가 난 뒤, 캐롤린의 말이 어눌해지며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등, 뇌를 다친 
것으로 보여 긴급히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호송되었는데 의료진은 쓰러져
있는 캐롤린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지 않으니 아스피린을 처방해 줄 수 없다
는 등, 어이없게도 아무런 응급처치를 해주지 않았는데요. 정말 하나님밖에 의
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소식을 들은 믿음의 지체들
이 함께 기도하여 지금은 빠르게 호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빠른 회복을 보
여 의사도 깜짝 놀랐는데, 캐롤린은 하나님이 치료하셨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라고 증거하였고, 사고를 낸 뒷차 운전자에게도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저
녁 식사를 함께하자고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차량 사고로 인해 마음이 편치 않
았을 터인데도 메시아를 따르는 자의 모범을 보이며 빛과 소금의 모습을 보인 
캐롤린 자매의 완치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 캐롤린 자매의 의연한 모습을 보며 의료 관계자와 사고 관련인 모두가 예슈
아를 발견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치료가 온전히 마무리되어 조금도 건강에 무리가 없게 하시고 전도의 사명
을 계속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의 경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적으로 폐쇄 명령을 내린 것은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째인데요. 정부
는 9월 1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집 밖 1킬로미터 반경으로 나가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
다. 청년을 위해 이번 9월 12일부터 온라인 수련회를 기획하고 있던 메시아닉 
단체 레크 레카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행사에 참여를 희망한 20명의 학생 
중, 17명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우지’라는 청년은 제대 이후, 군 생활 동안 침체된 신앙에 다시 열정
을 얻고 싶어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아버지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고 본인만
이 6명의 식구 중 일을 하고 있어서 행사에 참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리오라’라는 청년은 본인을 포함한 14명의 남매가 있습니다. 예전에 호텔
에서 일 했었지만 너무 심한 세상적 분위기에 그만두게 되었는데, 코로나19
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밖에, ‘샤이’라는 청년은, 가족 중 본인만이 유일하게 예슈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가족들이 성경 공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재정적인 지원
을 전혀 해주지 않아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번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레크 레카는 이스라엘의 3주 봉쇄 명령이 
연장되지 않고 조속히 끝나도록 기도를 요청해 왔습니다.

 
- 수련회에 참석을 희망하는 청년이 재정적인 문제로 낙담하지 않고 예슈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청년을 향한 레크 레카의 열정이 식지 않고 어려움의 시기를 신앙으로 끝까
지 이겨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8월 26일, 청년 메시아닉 사역 단체 레크 레카가 차량이 필요하다는 소식
을 전해드린 적 있었는데요, 방송을 보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레크 레카의 필
요함에 동참하기 위해 저희 브래드TV로 후원금을 보내주셨는데 저희는 그 후
원금을 모아 이스라엘의 레크 레카 사역단체에 약 7천 8백불 달러를 송금했습
니다.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2차 코로나19 봉쇄 조취로 인해 많은 이스라엘 시민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쉬돗의 베잇 할렐 메시아닉 공동체는 고
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있는 지체의 집을 방문하여 음식을 
배달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슈아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전염병의 창궐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메시아닉 공
동체의 모습은 우리에게 큰 귀감이 됩니다. 


지금까지 메시아닉 유대인을 위한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