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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dges for Peace는 이스라엘을 지원하
고 전세계 크리스천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국제 크리스천 단체입니다.

1976년에 설립된 Bridges for Peace는
소망과 화해를 이루는 사역을 지향합니다.
크리스천에게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스라
엘을 지원해야 하는 성경적 근거를 가르치

고 하나님께서 크리스천에게 맡기신 책임
과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및 전세계에서 실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
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이스라엘과 유대인
지역사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오랜 침묵으로 인해 유대인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
이제는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이 하나님
께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젤러스8:2는 Bridges for Peace의 청년
사역팀입니다. Bridges for Peace의 다양
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 땅의 청년들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스가랴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시온을 위하
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
하므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므로,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
니다. 젤러스 8:2는 바로 이 열정으로 크리

스천 청년들을 이스라엘과 연결시키는 사
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젤러스8:2는 Bridges for Peace의 핵심
사역 중 하나로, 이 땅의 차세대를 세워 이
들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지원하고 축
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해 나
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Bridges
for Peace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결시킴
으로써 크리스천들이 세대를 거쳐 이스라
엘을 지지하고 전세계 크리스천과 유대인
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도록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스가랴 8:2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청년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하게 어려
움에 맞서고 성령의 능력을 입고 성경
의 올바른 가르침으로 준비된 자들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위해 이 세대와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시온을 위
해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
노함으로 질투하는” (스가랴 8:2) 열정
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젤러스8:2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땅의 청년들에
게 행하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에
게제공해줍니다.

시온 투어
(The Call to Zion)
전세계의 청년들이 함께 떠나는 11일
간의 이스라엘 여행 프로그램입니다.

젤러스 이스라엘 프로젝트
(The Zealous Israel Project)
1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지내며 배움과
섬김을 통해 성장하고 변화되는 제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스라엘 연구 과정
(The Institute of Israel Studies)
이스라엘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기 위
한 2주간의 심화 연구 과정입니다.

각국 지부
(National Teams)
한국지부 젤러스8:2와 함께 전세계 크
리스천 청년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소셜 미디어
(Social Media)
여러분의 목소리를 높여 이스라엘을
지지해 주십시오.
www.zealous8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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