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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Christian who wants to learn about Jews and Evangelism

“유대인들은 예
수를 필요로 하
지 않습니다”

항상 듣는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에 이렇게
반응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듯이, 어떤 “나라”
전체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의 이 흔들리지 않는
생각은, 이들을 예슈아(히브리어로
예수)로 인도하려하는데 꽤 높은
장애물입니다.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기독교 메시아”와 전혀 상관없다고
평생 귀가 닳도록 들은 유대인에게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Jews for Jesus에서는, 많은 유대인들이
한꺼번에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려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담대한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가끔
우리가 말하는데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이 전세계 유대인들에게 피할
수 없게끔 만들자”입니다.
우리는 손으로 직접 딴 한 줌의
열매를 위해 사역합니다.
경기장을 꽉 메운 유대인 군중들이
영접기도를 하려고 몰려드는 것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전도 집회나 교회
문 근처를 기웃거리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의
일은
일대일
관계를
맺어주는
것들입니다…
거리 한구석이나, 우리 서점이나,

캠퍼스에서나,
특 별 하 고
친
밀
한
행사를 열어서
유대인들을
우리 집이나
David Brickner
지부사무실의
Executive Director,
성경공부로
San Francisco, USA
인도합니다.
미술 전시나
음악 콘서트
같은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각 선교사들이 문자 그대로
수백명의 유대인들을, 노력에 대한
상을 천국에서 받을 때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대화는 얼굴을 맞대는 것이며, 친구
관계일 것이고, 친밀할 것입니다.
우리의 설립자 Moishe Rosen
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에서 좋은 추수가 있도록 많이
복음 씨앗을 뿌리는데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씨앗은 많지만, 자랄 수
있도록 고르게, 풍부하게 뿌리지
않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적은 이들을 구원하려고 아주 많은
이들에게 나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가 진정 자신의 메시아임을
확인하도록
유대인을
인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마태복음 7:14)
저는 제 유대인 동포들에 관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유대인 동포로서
다가가는데 종종 성공합니다 –
비슷한 배경, 공유할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이해받으리라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슈아를 영접할
때 그들의 “유대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었던
첫 이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를
유대인들의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사랑임을
가리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말씀들이, 예수의
유대인 제자들에 의해 쓰여졌으며,
이스라엘 나라 중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축복을
약속함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간과 인내심을 요구하며,
그들의 의심들 밑에 있는 이유들에
대한 이해와, 예수를 따를 때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이 줄 거부에
대한 공감을 필요로 합니다. 제
동포들에게, 우리의 정체성, 공동체,
그리고 소속감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산을 공유하고 나서야
우리의 행동과 믿음들이 변합니다.
마침내, 성령님의 인내하는 부드러운
일을 통하여, 우리는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전도와 관련된
이들에게 가장 큰 도전은 바로
유대인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 이 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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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전서 9:22)
그리고 “어떤 이들”은 정말로 우리가
대하는 현실입니다. 손으로 직접 딴
열매입니다.
시카고 지부를 섬기고 있을 때,
아브람을 만난 것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의 부인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브람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히브리어 구약이 예슈아를
메시아로
가리키는
구절들을
보여주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일년 동안 매주, 그의 부인과
딸들이 집회에 나가는 동안, 아브람과
저는커피와함께성경공부를했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대화들을 나누었으며,
진정 돌파하는 순간들처럼 보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일년 동안
꼬박 성경공부한 후에, 아브람은
직장 일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는 그 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 아브람과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마다, 그와 그의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날 그는 이스라엘에서 전화를
걸어서 말했습니다. “데이빗,
다음에 이스라엘에 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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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세례를 줬으면 해.” 말할 것도
없이, 저는 흥분해서 그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의 공원에 있는
온천(큰 악어도 많이 서식하는)에서
오후를 보냈습니다. 온천에 같이
앉아서 아브람에게 그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믿음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는 예수가 진정 메시아임을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에게는
예수는 특별한 사람이었을 뿐,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미안한데 아브람, 지금 세례를
줄 수 없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신, 요한복음을 읽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모든 구절들에 밑줄을 쳐봐. 그것을
다하고 난 후에 나에게 전화를 해
줘.
결국 아브람이 그 숙제를 다하는데
꼬박 일년이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한 후에, 그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한데로 그
분이시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임을 믿는다고
전화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저는 아브람을 지중해에서
세례주는 특권을 만끽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들은 바라보며
진정 기뻐했습니다. 저는 근처
유대인 교회의 장로를 세례식에
초청하여, 그가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장로는
아직도
아브람의 집에서 매주
행해지는 스몰그룹을
가르칩니다. 손으로
직접 딴 열매. 그러나
진정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안
그런가요?
예슈아를
믿는
이들로서,
우리는
추수의 왕, 메시아의
돌아오심을 약속하고,
선포하며, 묵상합니다.

그 추수가 손으로 딴 것이라 해도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추수
때입니다. 그리고 곧 대추수가 올
것입니다. 곡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하신 영혼들입니다.
그 때 우리는 열심히 일하며, 추수의
힘듬에 실망하지 않았던 이들에게만
오는 즐거움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나가서 하나님의 밭에서
일해야 다른 이들이 그에게 올 것을
알 것입니다. 추수의 왕으로부터 “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듣는 것이
얼마나 즐거울까요!
저는 그 말들을 듣기 원합니다.
당신도 듣기 원할 것을 믿습니다. 이
손으로 딴 열매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나요? 씨 뿌리는 자와 함께
하여, 그의 좋은 씨앗을 뿌리고,
인내와 돌봄으로 자라게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들을 추수하는
큰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시나요?
우리 소식을 듣고, 몇 분은 기부를
했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몇몇의 유대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이 험한 길을 같이 가주시겠다는
헌신을 표한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럽 지부의 총 디렉터인 Avi
Snyder가 좋은 책을 출판했음을
기쁘게 알려드립니다. 이 여정을
설명하는데 이보다 더 나은 책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데...그리고 다른 오해들”
이라는 이름의 책으로, Avi는
성경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정말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설명하며…
유대인들은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던 오해들을 불식시키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싶어하지 않는 진짜
이유를 담대하게 말합니다.
Avi는 아주 강력하게 확신하며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선포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이 놀라운 사역을 다시 후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물을 보내시겠습니까? 그리고
뒤의 쿠폰으로 Avi의 책을 한 권
가져가거나,
Bondi
Junction에
있는 저희 서점에 들르시겠습니까?
모든 선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Jews for Jesus에 주는 모든 선물에
새로운 감명을 받을 것이라고 제가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합니다.
추수로서 당신의 형제인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추신:
5월
30일에
성경적
추수감사절인 샤부옷, 또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지금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서 손으로 딴 열매들을
많이 추수할 수 있도록 기도로서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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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ianic
Resources
Jews Don’t Need Jesus
& Other Misconceptions
by Avy Snyder
Reflections of a Jewish believer
Cost $24

Bumper Sticker s

Comes in varied color
rfect
combinations. 30 cm. Pe
a car
for a brief case or back of
$4
(bumper sticker). Cost

The Holocaust, Where was God?

by Art Katz
Jewish believer Art Katz’ thesis is that the Holocaust is
judgment by God on the Jewish people
for living as if there were no God. A
powerful consideration. If God judged
us Jews then, what will He do to us
in these days as we continue to live
godlessly? You will be challenged and
you will find some serious answers to
the most basic of questions.
Cost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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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ase print)

Item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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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ATION TO JFJ

Featured
resources for
your learning,
celebrating,
and growth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40 years of
Messianic Music)

CD. Take an exciting
journey through 40 years
of Messianic music with
this vibrant collection
of 18 digitally remastered Jews for Jesus
favorites! You may recognize some from
your vinyl record collection, or you may be
learning to love Messianic music for the
first time. Either way, have a fresh listen to
a timeless genre of music that exalts the
Lord in a Messianic way! Cost $27

Christ in the Feast of Tabernacles
by David Brickner
Get in touch with the Jewish roots of
your Christian faith as you learn the
meaning behind Jesus’ claims to be
the “living water” and the “light of
the world.” Also included is a helpful
glossary and index and a sample worship
service for your church or home group.
There are also directions on how to build
your very own tabernacle or “sukkah”
as well as traditional recipes to enjoy
during the harvest festival. Cost $19

Your name
Address
Suburb

State

Postcode

Phone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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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have more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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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d expiry

Please fill in all spaces. Send coupon along with payment (money order, cheques, credit card) to:
YOUR COUNTRY’S MAILING ADDRESS or Jews for Jesus/ 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
All costs include shipping in Australia. For other
countries, please add $4 per item. Prices are going up
very fast for postage. We have no control over th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