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제거룩한 땅의 생명들을 구하도록 돕는 MDA(마겐 
다비드 아돔)와 함께 일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It is a privilege to work with MDA  
to help save lives in the Holy Land.

이스라엘의 국립 응급 의료 서비스 단체인 마겐 다비드 아돔
(Magen David Adom)인 저희를 지원하고 도움으로써 그 땅의 
생명들을 구하는 일보다 더 나은 일은 없을 겁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 40:1

전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긍휼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국립 구조 기관으로 나라의 모든 인구를 충실하게 
지원하며, 응급 처치와 비상구급약을 제공하고, 의료 교육을 하며 
생명을 구하는 혈액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1년 365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아픈 사람들을 
돕고, 흉기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사고로 부상당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스라엘 현장의 필수 요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은 사고와 테러, 전쟁의 희생자들을 구조하고, 자원봉사자들과 
헌혈자들을 교육하며, 생명을 구조하는 일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크리스챤 친구 여러분, 오늘날, MDA(마겐 다비드 아돔)은 세계를 
이끄는 응급 치료 서비스 기관입니다.

“누구든 한 영혼을 구하는 사람을 전 세계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탈무드에 적힌 것처럼

크리스챤 친구
오늘 이스라엘을 축복해주세요

마겐 다비드 아돔

생명의

마겐 다비드 아돔의 크리스챤 친구들
Bloomberg MDA Station #532, 7 HaMem Gimmel, Jerusalem,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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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챤과 유대인들의 형제애의  
새 날이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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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기도
하나님의 종이 됨 

우리는 당신에게 기도로, 기부로,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을 돕는 일원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요청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가 될 것이며, 
그리고 당신은 그 행위로써 성취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  당신의 공동체에서 기금모금자가 되

십시오, 예를 들어 “이스라엘 축복
의 밤”.  

■  구급차와 의료 장비를 위해 후원해주
세요.  

■  예루살렘에 있는 저희 기지에 방문해
주세요.

■  당신의 동료와 같이 헌혈해주세요. 

마겐 다비드 아돔의 사역을 위해 다양한 
후원으로 선물해 주실 때, 여러분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많은 생명을 
구하며, 창세기 12장 3절의 성경적 
명령을 수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12:3.

마겐 다비드 아돔(MDA) 통계

■ 고도로 훈련된 15,000명의 
봉사자들

■ 스탭의 84%는 자원봉사자들

■ 최첨단의 지휘 및 응급 시스템 
제어 시스템

■ 온라인 의료 관리3.4분

■ 교육팀이 70,000명을 지시함

■ 비영리 / 비정치적

■ 연간 2.2백만 건의 긴급 전화

■ 하루 5,753 건의 전화

■ 통합과 연관 시 4초 내 응답

■ 현장에 응답하는 평균 시간

■ 1년에 70만명이 넘는 사람들을 
치료 10대들과 어른들은 매년

■ 이스라엘 전역 124개의 기지

■ 1000개의 구조차량

마겐 다비드 아돔의 크리스챤 친구들 (CFMDA; Christian Friends of 
Magen David Adom)에 동참하세요 

우리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는 마겐 다비드 아돔(MDA)의 생명을 구하는 일과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과 영원히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챤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맹세하신 하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없는 세계를 
받아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를 지지할 필요가 있고, 
뿌리로써 우리를 돕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계속해서 번영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있는  
마겐 다비드 아돔 사역보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을  
보여줄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은 더 없을  
                          것입니다.”

   -안네 아얄론, CFMDA(Christian 
Friends Magen David Adom) 회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
고 ….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 49:6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약"  야고보서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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