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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나(Jenna)는 우리 사무실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
는 일본의 크리스천 후원자가 보낸 카드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믿어 준다니,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
스러운 순간이예요!”

제나는 의대 입학을 준비하면서 생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
입니다. 그녀는 캐나다에서 왔고, 가족들과 떨어져 19살의 나
이에 혼자 이스라엘로 알리야(Aliyah, 이민)했습니다. 

입양 프로그램에 등록된 사람들은 신선한 야채와 과일, 유제품
과 육류, 통조림 등의 식료품과 함께 대중교통 티켓 그리고 따
뜻한 정서적, 심리적 도움을 받습니다. 제나는 아름다운 영혼
의 소유자입니다. 그녀는 하루 종일 공부에 매진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동시에, 자신과 같이 홀로 알리야 하여
IDF에 입대한 군인들을 위한 론솔저 센터(Lone Soldier

center)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다른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게이브와 일라나 파버(Gabe & Ilana Faber)는 작년에 우리의
후원을 받은 젊은 부부입니다. 아래의 내용은 그들이 보내온
감사 카드입니다.

위기의 때, 이 때를 위해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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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에 도착한 그
녀는 곧바로 IDF(이스
라엘 방위군)에 입대하
여 의무병으로 복무했
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
로 이스라엘에 와서 군
대를 가고 지금은 학생
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젊은 여성의 용기에
저는 큰 감동을 받았습
니다. 제나는 Bridges

for Peace의 유대인 입
양 프로그램(Adoption

Programme)에 등록되
어 있습니다. 유대인 입
양 프로그램은 어려움
을 겪는 이민자들과 가
난한 이스라엘 사람들
을 일년 동안 후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특별
히 제나와 같은 학생신
분의 이민자의 경우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후원자님 그리고 Bridges for

Peace의 모든 분들께,

우리는 작년에 Bridges for Peace의 입
양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
리는 이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하시는 훌
륭한 분들과 이처럼 귀한 단체를 통해 후
원하시는 헌신적인 후원자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른 사람
들에게 진실된 감동을 주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주었습니다. 여러
분을 알게 되어 정말로 감사합니다.

입양 프로그램은 다른 여느 프로그램들
과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유대인
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꼭 필요한 때에
제공해 줍니다.

제나와이즈(Jenna Weisz)

누군가
나를
믿어
준다는 것



□ 이스라엘 사역 후원 자유:         원 □ 이민자 환영 선물 자유:         원

□ 식품 지원(1회 후원) 자유:         원 □ 신규 이민자 기금 자유:         원

□ 식품 지원(1년 약정) 자유:      원/월 □ 축복 바구니 3만5천원/회

□
유대인 가정 입양

(가정 결연/1년 약정)
8만원/월 □ 신학기 학용품 세트 1만원/회

□
어린이 후원

(어린이 결연/1년 약정)
8만원/월 □ 주택 수리 자유:         원

□
이스라엘 마을 지원

(마을 결연/1년 약정)
19만원/월 □ 테러의 희생자 자유:         원

□ 구출 프로젝트 50만원/회 □ 치과 및 의료 지원 자유:         원

□ 희망 프로젝트 6만원/회 □ IDF(이스라엘 방위군) 지원 자유:         원

□ 생명 살리기 3만5천원/회 □ BFP 한국지부 후원 자유:         원

성 명
(국문)

(영문)

성 별 남 □ 여 □

주 소

우편번호

연락처
(전화)

(핸드폰)

이메일

하나은행 401-910245-19007

예금주 홍현혜
(Bridges for Peace)

후원자 정보 Information

기재하신 정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보 변경 시 BFP로 꼭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 안내 Donation

한국지부는 현재 법인 설립 중입니다. 설립 전까지 부득이
소득공제가 어려운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후원 프로그램 Operation Ezra

후원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에 체크하시고, 자유 금액의 경우 금액을 직접 기재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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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레베카 J. 브리머(Rebecca J. Brimmer) 

Bridges for Peace 국제 회장 겸 CEO

BRIDGES FOR PEACE  당신과 이스라엘을 연결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총 255,000명의 유대인들이 알리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한 해 동안에만 34,872명의 유대인들이 알리야 하면서 지난 10
년 내 알리야 숫자가 가장 많은 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 중 절반 이상
이 구소련에서 왔고, 55,000명이 유럽(주로 프랑스)에서, 32,000명이 미
국에서, 10,500명이 에티오피아에서, 2,560명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1,950명이 오세아니아(주로 호주)에서 그리고 13,400명이 남미에서 왔
습니다. 전세계 150개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땅의 사방에서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
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이사야 11:12)

Bridges for Peace는 하나님과 동역하며 그들을 고토로 데려오고, 실질적
인 선물로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이 이 땅에 뿌리내리기까지 일년 동안
그들을 먹일 뿐 아니라 격려와 미소와 카드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주님
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일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유대인 입양 프로그램에는 더 많은 후원자
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이민자들에게 우리가 그들을 믿고 있음
을 알려주길 원하고 또 우리가 그들을 이스라엘 고토로 데려오신 하나님
을 믿고 있음을 알려주길 원합니다.

후원자들은 일년 동안 매월 8만원의 후원금을 약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 가족의 규모와 필요에 따라 한 명 이상의 후원자가 결연되어 식품
과 교통비와 그외 필요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또 신규 이민자 기금(New

Immigrant Fund) 프로그램을 통한 단발성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풍성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물리적인 도움만 주지만, Bridges for

Peace는 그 어느 프로그램들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
니다. 식료품은 물론, 겨울철에는 목도리를 선물해 주었고
우리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그림과 버스 티켓까지 주
었습니다. 사람들의 실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해주는 이 프
로그램으로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
습니다.

우리는 Bridges for Peace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습
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사는 우리의 꿈을 이룰 수 있도
록 도와 주신 훌륭한 후원자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Bridges for Peace에서 일하시는 스탭들과 자원봉사자
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은 모든 상황마다 우리를 도
와주었습니다. 지난 해는 참으로 멋진 한 해였습니다. 여러
분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게이브 & 일라나파버(Gabe & Ilana Faber)

유대인 가정 입양(Adoption Programme) - 1년 약정

□ 1가정 - 8만원/월 □ 2가정 - 16만원/월 □ 3가정 - 24만원/월

신규 이민자 기금(New Immigrant Fund) - 1회 후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50만원 □ 자유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