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축제
오늘 이스라엘을 축복해주세요!
크리스챤들과 유대인들의 동반자적 협력관계와 형제애를 위한 새 날이 열렸습니다.
크리스챤들은 이제 이스라엘 국립 응급 의료 서비스
단체인 ‘마겐 다비드 아돔 (Magen David Adom)’을
지원함으로써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강력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과 테러리스트 공격의 타겟이
되어왔기 때문에 마겐 다비드 아돔은 전세계에서 가장
경험이 풍부한 대량 사상자 대응 기구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마겐 다비드 아돔은 크리스챤, 유대인, 무슬림, 그리고
이스라엘 내의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한 많은 응급 의료
서비스들을 주도하는 리더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마겐 다비드 아돔은 비영리 비정부 기구입니다
마겐 다비드 아돔의 사역을 위해 다양한 후원을 선물하실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며,
창세기 12장 3절의 성경적 명령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 헌혈 ■ 기부 ■ 자원봉사
‘마겐 다비드 아돔의 크리스챤 친구들
(CFMDA; Christian Friends of
Magen David Adom)’에 참여하세요
전세계의 크리스챤들이 다음과 같은 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 이스라엘에서 많은 생명을 구합니다
■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성경적 명령을
수행합니다l

■ 응급 상황들에 대비하여 마겐 다비드 아돔이
확실히 장비를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 유대인, 크리스챤, 무슬림 등 모든 인류를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챤인 우리는 그것을 맹세하신 하나님과 함께 섭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없는 세상을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 뿌리가 우리를 지탱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영적으로 번성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육체적으로 보존하는 마겐 다비드 아돔의 사역보다 이스라엘을 위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행동하는 기도

마겐 다비드 아돔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돕고, 흉기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스라엘 현장의
필수 요소로서 일년 내내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고와
테러, 전쟁의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헌혈자들을 교육하며, 생명을 구조하는 일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거룩한 땅의 생명들을
살리는 일을 돕는 마겐
다비드 아돔과 함께
일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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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겐 다비드 아돔 통계
■ 평균 출동 소요
시간은 3.4분입니다.
■ 8마겐 다비드 아돔의
스태프들 중 84%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 14,885명 이상의
고도로 훈련된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 기금의 7%
만이 정부로부터
지원됩니다.
■ 이스라엘 전역에 124
개의 긴급 상황실이
있습니다.
■ 최첨단의 지휘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m
■ 온라인으로 의료
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