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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2스라el 벤-구리온 국제 공항에서 대한민국 국적기가 

승객을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돌아갔던 2020년 02월 25일 화요일부터, 2021년 09월 09일 Pfizer 

COVID-19 백신 3차 접종 받기까지, 18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대한민국과 

ㄱㅎ를 정화하시는 하ㄴ님의 섭리들을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2스라el에서도 ㅎㄴ님께서는 당신의 

ㄱㅎ를 정결하게 하시고, 세워가셨습니다. 하ㄴ님께서 세워가고 계신 ㄱㅎ이야기를 나눕니다. 

1. 소속 단체

제 소속 단체는 글로벌파트너스(Global partners, 이하 GP)입니다. 우리 가정은 저와 같은 ㅅ교 단체 

의 선임, 김 금곤 선ㄱ사님이 만들어 놓으신 신뢰관계를 딛고, 2012년 09월부터 유*대인 자생단체인 

‘이ㅅㄹ엘 하이’와 협력하여 ㄱ회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ㄱ회가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이ㅅㄹ엘 주요 

거점 도시에 마약치유센터를 통해 ㄱ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김 금곤 ㅁ사님께서 개척하신 나하리야, 

마알롯 ㄱㅎ를 돌아보며, 리숀 레-찌온 마약치유센터와 ㄱㅎ, 무료급식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왼쪽, 위쪽  나하리야 ㄱㅎ ]

     [ 아래, 오른쪽, 오른쪽아래, 마알롯 ㄱ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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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나자렛 ㄱㅎ 및 주일학교

2014년 12월 11일 설립 ㅇ배 후, 2021년 11월 05일 현재 장년 15명, 주일학교 6명이 모이고 있습니

다. 센터 재정 지원은 보통 1년 동안 합니다만, 나자렛은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지역

이기도 하고, 2019년 3월부터 마약치유센터 건물이 아닌, 독립된 교*회 개척을 시작했기에, 더 지원

해야 할 상황입니다. 리더로 바딤-류바 부부, 다니엘-루드밀라 부부가 ㄱㅎ를 섬기고 있습니다.

3. ‘텔-아비브’ 도심 무료급식소

6년 전, 텔-아비브 도심 한복판 빈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사창가이며, 이ㅅㄹ엘 마약 중독자들

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이곳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한 접점으로 무료 급식소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한 끼 배식하며, 복*음을 함께 나눕니다. 무료 급식소를 통해 마약치유 센터에 

가고 싶다는 불신자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빵과 복*음을 나누며 마약치유센터로 발을 들여놓게 

하는 영혼*9원의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싸샤-스비에타 부부가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 노숙하는 마약중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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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숀 레-찌온 마약치유센터’ 

2020년 11월 01일 공항 인근 도시인 ‘리숀 레-찌온’에 마약치유센터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3층짜리 

적합한 단독 주택을, 다리 품 팔아, 한 달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적합한 장소를 찾은 것도 은혜

였지만, 마약 중독자들을 위한 치유센터로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집주인을 만난 것이 더 큰 은

혜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에서도 0혼9원의 보금자리를 주셨습니다. 무료 급식소 리더인 싸샤

-스비에타 부부가 함께 숙식하며 중독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5. 마약치유센터를 통한 ㄱㅎ 개척

중독자들이 중독을 극복하도록 도우려면, 각종 채소는 물론이고, 연어/소고기 등으로 우선 충분한 영

양을 공급해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잘 먹여야 합니다. 이ㅅㄹ엘에서 ‘김밥’은 일반 서민들이 쉽게 사

먹을 수 없는 고급 음식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중독자들뿐만 아니라 예*슈아님을 믿는 유ㄷ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계층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김밥을 대접한다

는 것은 고급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대접받을만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 암시한 

셈이 됩니다. 마약중독의 경험이 있고, 믿음으로 그 중독을 극복한 사람들만 센터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중독자로 센터에 입소하면 최장 9개월까지 중독 극복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이때

에는 전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중독을 극복하게 합니다. 불신자인 경우, 

복*음을 먼저 제시하지 않고 분위기에 젖을 때까지 기다려 줍니다. 이곳은 현행법상 개종을 강요하

는 것이 위법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9개월 과정을 마치게 되면, 4개월짜리 ‘성*경 학

교’를 갈 수 있습니다. 성*경 학교 역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4개월간의 성*경학교를 마치면, 마약

치유센터의 견습생으로 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 받습니다. 센터에서 4개월 동안 견습생을 마치면, 

또 다른 센터를 개척할 수 있는 리더로 인정받습니다. 단, 센터를 세우려면 정상적인 가정을 이뤄야

만 합니다. 마약치유센터가 개척되면 마약재활센터와 더불어 러시아계 ㅇ대인의 ㅇ배처소(가정ㄱ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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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됩니다.      대체약물이 아닌, 말씀과 은혜로 ‘마약 치유 센터를 통한 유*대인 영*혼 구원, 곧, 

교*회 개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돕는 ㄱㄷ’ 부탁드립니다.

  

  [ 좌, 노숙 마약중독자 --> ㅇ배자가 되도록 ]

6. 마약치유센터를 통해 교*회를 개척

2021년 11월 현재,  3개 교*회가 2개월 치를, 두 가정이 4개월 치에 동참하여 6개월 치 월세가 확보

되었습니다. 12개 교*회가 1년에 한 달 치씩 USD $2,507.oo을 감당한다면 계속 해서 교*회를 개척

할 수 있습니다. 12개 후원 교*회가 세워지도록, 돕는 ㄱㄷ 부탁드립니다. 

2021년 11월 10일 예ㄹㅅ렘에서 김 영현-황 혜영 배상

solideo0691@daum.net  / 카톡 ID: solideo0691  /  한국 인터넷전화 (LG): 070-4670-2414

후원 계좌와 가족사진을 요청하는 분이 계셔서 안내해드립니다.

KEB 하나은행 990-090819-590   예금주 GP 김 영현. 황 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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