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



원포이스라엘은 

이스라엘에 구원을 

선포하고, 산하기관인 

이스라엘성서대학(ICB)을 

통해 영적 복음주의 

지도자들을 세워 그들이 

이스라엘을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이스라엘 

자생적인 복음주의 

단체로 하이테크 

미디어를 기반으로 

복음전도사역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대화에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학교 뿐만 아니라, 회당이나 미디어에서 조차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을 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삶 밖으로 
내몰리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철저히 감춰진 비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최초의 유대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한지 2000년이 지났고,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한 바퀴 돌아 이제는 메시아의 복음이 
다시 한 번 시온에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포이스라엘이 복음으로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제자 삼게 하시고, 또한 현 세대와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제자훈련 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혁신적인 방법과 기술을 사용하여 다시 한 번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시온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을 돕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한 사람이 되는 일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에레즈 쪼레프 박사 원포이스라엘 대표

이스라엘성서대학 총장

사역소개 원포이스라엘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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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9:22 엡 2:15 시 14:7벧전 3:15롬 1:16

비전 선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그분의 목적에 참여한 1세기 복음전도자들 같은 헌신과 
열정으로 가득차고 또한 역량을 갖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준비된 이스라엘 제자들 세대를 훈련시킨다. 

원포이스라엘 비전과 전략

이스라엘 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나아감 

유대인과 
아랍인의 연합을 
도모

시온에서 
복음선포

성경교육
미디어를 
통한 복음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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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용서. 우정. 평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매우 값진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사이의 긴장은 현실이고, 
그 역사 또한 깁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포이스라엘은 캠퍼스에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매 학기마다 메시아닉 유대인 신자들과 아랍 신자들 사이에  
작은 평화의 기적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포이스라엘은 중동의 평화를 위한 도구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이 한 지체로서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하는 곳. 산하기관인 이스라엘성서대학은 유대인과 아랍인 사이에 평화의 
씨앗이 자라고 서로 나란히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치유의 대화, 독특한 우정, 
새로운 형제애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함께하는 믿음이 이를 가능케 합니다.

원포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이 함께하는
평화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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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이스라엘 

성서대학의 목회학 

석사학위과정에 참여한 

유대인과 아랍인 

원로목회자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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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전선에서 지금 이스라엘 복음화가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우리의 다양한 미디어 아웃렛과 독창적인 계획에 의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 예수님에 대한 랍비들의 반론에 대한 답변

•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간증영상 제작

• 새 신자들의 제자 훈련 

• 이스라엘의 유일한 메시아닉 라디오 방송국 -  라디오 아가페

복음으로 이스라엘에 다가가는 것에 성공하게 되자, 우리의 사역이 
이스라엘 주류 언론매체들과 뉴스 채널들 같은 곳의 관심을 끌게 
되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서 비공식적이지만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내는 주요 메시아닉 단체가 되었습니다.

www.imetmessiah.com 

www.remnant.today 

www.oneforisrael.org/evangelism

  www.oneforisrael.org/arab-evangelism

원포이스라엘 미디어 이스라엘 & 중동에서 
미디어 기반 복음전도
 

‘메시아를 만났다’
ישוע המשיח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간증영상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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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을 향한 복음전도 아랍인을 향한 복음전도

원포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을 위한 원포이스라엘의 
다양한 미디어 복음전도 매체들과 
이니셔티브는 이스라엘에 다시 예슈아 
즉 예수님을 알리는 데 있어 핵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이스라엘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인 
아랍인들을 사랑합니다. 

원포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중동에 있는 
아랍인들과 강력한 복음의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복음주의적인 영상물들을 
아랍어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반 복음전도
 

원포이스라엘  미디어 함께 복음을 전하는  

 محبة يسوع
 تُغيري قلوبنا

واحد باملسيح

원포이스라엘I AM 
유대인과 아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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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최첨단 기술 사회?

이스라엘은 세계 1 인당 소셜 미디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SNS를 정말 많이 할까요? YES~정말 많이 이용합니다!

이스라엘인들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는

세계인들 중 
하나 

이스라엘인들이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의 양은 세계를 선도

사막과
   낙타...

소셜 미디어  
복음전도!

따라서 복음으로 

이스라엘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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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인들에 의한 

원포이스라엘의

히브리어 동영상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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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X 세계 히브리어 구사 인구

2000년 동안  복음의 가장 거대한 노출
이전과 달리 원포이스라엘의 복음주의적 영상물들이 유대인과 

아랍인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1 9 9 0
원포이스라엘 

설립

세계 히브리어 구사 인구 히브리어 미디어 가스펠 노출

2 0 1 3
원포이스라엘 

미디어 아웃리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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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이스라엘 미디어 사역 하이라이츠 

60,000,000
V i e w s 

영어 동영상 히브리어 동영상 아랍어 동영상 러시아어 동영상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을 

통해 시청된 원포이스라엘 

글로벌 영상 조회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27,000,000
V i e w s 

2,000,000
V i e w s 

650,000
Views 

90,000,000

현재 우리는 역사상 아주 경이로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 세대에 걸쳐 많은 유대인들은 외부의 영향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비교적 폐쇄적인 지역사회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기술을 통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2000년 만에 복음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원포이스라엘 (한국어)

팔로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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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원포이스라엘 제자훈련  
히브리어 디사이플쉽 시리즈 
수 많은 조회수를 올린 원포이스라엘의 복음주의적 
동영상들은 많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선언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사역이 성장하기를 믿음 안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성서대학을 통해 정식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포이스라엘은 온라인 히브리어 e-
디사이플쉽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이스라엘인들의 
관점에 맞춘 맥락 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 정체성
 ` 커뮤니티
 ` 은혜

우리의 목표는 성경적 컨텐츠와 제자훈련에 관해 찾는 모든 이들이 쉽게 이를 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그 어느 누구든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려고 늘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 기도
 ` 하나님의 나라
 ` 이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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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이스라엘 군인사역 

원포이스라엘 청년사역

이스라엘에선 고등학교 졸업 후 이스라엘 국방군 IDF에서의 군복무는 
의무입니다. 군복무로 인해 많은 어린 십대들이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데,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영적으로 도전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군대에서 훨씬 더 많은 소외를 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는데,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믿는 군인들을 돕기 
위해 원포이스라엘은 메시아닉 군인 아웃리치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IDF와 ‘군입대 전 준비’ (pre-military preparatory, מכינה קדם צבאית 
10개월) 과정 중에 있는 메시아닉 유대인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시련을 잘 극복 할 있도록 피난처를 제공하기를 원합니다. 

원포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국의 청년들을 위한 행사와 컨퍼런스를 통해 편안하고 
일상적인 성경적 훈련과 신학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사역은 
젊은이들을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세우고 또한 준비시키고자 함이며, 전국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교제와 격려의 자리를 제공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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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원포이스라엘의 아랍어 아웃리치에 대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는 아주 
광범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작한 영상물을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여 
자신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중동 전역의 무슬림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에게 있어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라서, 많은 전 무슬림들이 안전의 이유로 정든 집을 떠날 수 밖에 없습니다. 
원포이스라엘은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말 그대로 이들에게 생명줄이 되었습니다.

아랍어권에서는 지금 추수의 큰 물결이 일고 있고, 우리 아랍어 사역팀은 이를 위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원포이스라엘 스태프들과 ICB 학생들로 팀을 구성하여 전 세계 모든 
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현지 지역 교회들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하나가 
되었기에, 복음의 힘과 진실로 예수님 안에서만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진정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원포이스라엘 무슬림 개종 지원 사역 

원포이스라엘 글로벌 아웃리치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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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

Haifa Nazareth

Mitzpe Ramon

Tel Aviv

Eilat

Jerusalem

Ramallah

Bethlehem

Gaza
Arad

Katzrin

Shefar'am

Ashdod

Tiberias

원포이스라엘 성서대학 ICB는 이스라엘 중심부에 위치한 인가된 대학으로서, 
새신자부터 원로목회자까지 모두를 훈련시키고, 준비시키며, 사역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적 양육 및 학문적으로 
엄격한 환경에서 우리는 학생 개개인이 하나님을 알고 자라도록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원포이스라엘은 또한 이스라엘의 다른 교육기관들과의 학술협약을 
체결하여 본교 학생들에게 신학교육훈련과 함께 복수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ICB 학위 프로그램

 ` 수료증

 ` 인문계 학사학위 (B.A.)

 ` 석사학위 (M.A.)

 ` 성서학 박사학위  

(원포이스라엘 글로벌 협력교육기관인 신학교들 학위)

ICB 학생들의 거주 도시

이스라엘성서대학 위치

원포이스라엘 이스라엘성서대학 
(ISRAEL COLLEGE OF THE BIBLE)

상담학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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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학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과정

4개국어로 
수업

1000+ 
졸업생

박사과정 여성  
지도자 양성

성서관련 간행물

다수의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ICB 상담학 

석사과정 졸업

대다수의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인 

원로 목회자들이 

목회학 석사과정 

졸업

현재 모든 코스는 

히브리어, 아랍어, 

러시아어, 영어로 

진행

비영리 및 리더쉽 

훈련 프로그램의 

200여명 이상의 

교육생을 포함하여 

천명 이상이 

성서대학을 졸업

이스라엘  

원로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ICB와 

연계된 미국의 

일류 신학대학에서 

박사과정 중

여성 지도자들을 

위해 리더쉽과 상담 

분야의 독특한 

자격증 프로그램 

제공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와 그외 다양한 언어로 출간

원포이스라엘 ICB 성서대학 트레이닝 하이라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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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에서 여성들이 억압받는 동안, 
원포이스라엘은 여성 지도자들을 섬기고 
훈련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여성들을 위해서 결의에 찬 학업과 
개인적인 디사이플쉽을 제공하는 리더십과 
상담 자격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코스는 삶과 사역 속을 
항해하는 여성들에게 영적인 보살핌과 방향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여성들이 성경적 진실에 기반을 두고 
사역을 위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원포이스라엘 ICB   중동에서의 
여성사역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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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이스라엘 ICB 글로벌 프로그램
이스라엘 현지와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학습의 기회! 

맞춤형 스터디 투어가 필요하시면 문의하세요

이스라엘 스터디 투어에 참여하여 성경의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 땅을 알면 
말씀이 보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을 
직접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원포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과 사람들에 관련된 성서 주제에 
대한 온라인 강좌를 제공합니다. 개인 심화를 위해 자신만의 
속도로 공부하고자 하시거나,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모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원포이스라엘 ICB   중동에서의 

DISTANCE LEARNING AND ONLINE STUDY – ISRAEL STUDY TOU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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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반대 (Pro-Life) 
입장유지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을지라도, 원포이스라엘은 
친생명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한 이들의 

가정과 신생아들을 
격려하며 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포이스라엘 인도적 구호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친생명(낙태반대)을 위한 아웃리치

시험 , 힘겨운 몸부림 그리고 절망.

이것은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 생존자들과 친생명을 선택한 싱글맘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원포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내밀며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을 통해 이들에게 지원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 구제활동

우리가 함께하는 사회 속에서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기억하는 것은 원포이스라엘에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하에 생존자들의 존엄성을 지키며, 
그들에게 인도적 구호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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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포이스라엘 인도적 구호  
홀로코스트 생존자와 친생명(낙태반대)을 위한 아웃리치

알고 계셨나요?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발생한 유대인 대학살은 나치 정권에 의해 살해된 
6백만 유대인들을 항상 상기시킬 것입니다. 홀로코스트의 알려지지 
않은 진실 중 하나는 홀로코스트에서 살해된 많은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유럽에서 번창했던 메시아닉 신앙 공동체에서 살았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삶에 예슈아의 손 내밀며...
Touching LIVES:
“저를 도와 주셔서 감사드려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되어 정말 위안이 
되요. 곧 모든 것이 괜찮아질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기뻐요.”  
- 친생명을 선택한 싱글맘

“저를 도와주시니 정말 고마워요. 도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기 음식이 남아 
있지 않아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제때에 여러분을 보내셨어요.” 

- 친생명을 선택한 싱글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을 
돕는 성스러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런 모든 성실한 도움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감사의 말을 찾을 수 없네요.” 

- 지방자치단체 홀로코스트 생존자 프로그램 코디네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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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방법

- 사역탐방 순례 -

원포이스라엘 사역탐방 여행을 통해 이스라엘 땅을 직접 경험해 
보세요. 이스라엘 최고의 가이드들과의 성지순례 뿐 아니라, 
이스라엘 현지 신앙인들 및 사역자들과 직접 만나 실제적인 
사역을 위한 협력의 기회를 갖을 수 있습니다. 본 사역여행 
안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현지 유대인 및 아랍인 
신앙인들의 사역 동역자가 되어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발견하세요.

“이제 저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포이스라엘     이스라엘 사역 여행 (Ministry Trip)

원포이스라엘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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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그리고 

청지기정신
원포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실한 청지기 정신으로 

당신의 자산을 충실하게 

잘 관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믿기에 

투명성과 책무성에 있어 

가능한 최고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책무성과 투명성을 위해 원포이스라엘은 다음 기관들의 기준을 
준수하며 사역 프로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 GuideStar
 ` Excellence in Giving

또한, 1 년에 한 번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있습니다.

10%   행정비   |    90%  사역비

TOTAL  Exp e n s e s

원포이스라엘     이스라엘 사역 여행 (Ministry 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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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미래를 위해 투자 할 날입니다. 우리는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복음이 이스라엘 전역에 기하 급수적으로 확장되도록 기도합니다.

원포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위한 
복음의 영적 대사가 되세요!

원포이스라엘 후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투자는
                        바로 영원에 투자

In
ve

st
 in

 et
er

ni
ty

나눔의 기회

 ` 이스라엘 메시아닉 학생 장학금    
1인 장학금 $9,500

 ` ‘메시아를 만났다’ 미디어 복음사역    
영상 1개당 제작비 $12,500

 ` 보안&안전관리비  
$50,000

 ` 군인사역 아웃리치 비용  
$50,000

 ` 무슬림 개종지원 및 전 무슬림 후원 
사역비 $50,000

 ` 청년사역비  
$50,000

 ` 아가페  메시아닉 라디오 방송국 지원
$50,000

 ` 인도적 구호비용 : 홀로코스트  
생존자 구호 프로그램 및 친생명  
아웃리치 비용 $75,000 

 ` 성서대학 캠퍼스 및 미디어사역  
장비 구입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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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DAVID PINKAS ST. P.O.BOX 13401,  
NETANYA, ISRAEL

1300 Glade Road 
Colleyville, TX 76034, USA

101 Amber Street, Unit 16,  
Markham, ON  L3R 3B2, CANADA

Room 606, 6/F., Silvercord, Tower 2,
30 Canton Road, Tsim Sha Tsui, Hong Kong

이스라엘 윤수임 | 이스라엘.한국 교류협력관계 코디네이터
korea@oneforisrael.org | +972) 9-861-1013

대한민국 신성윤 구약학박사 | 이스라엘성서대학 교수
+82) 10-5033-1506

홈페이지 www.oneforisrael.org (영어)
www.oneforisrael.kr (한국어 준비중)

이스라엘 본부

홍콩 사역팀

후원방법안내 및 문의사항

미국

북아메리카 사역팀

캐나다

원포이스라엘  ONE FOR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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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

로마서 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