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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아비브  센터를  위한  추천서  

관련되시는  분께  

지난달 , 저는  텔아비브에  있는  아비브  센터에  갔습니다 .저는  제가  도브 , 맥스  그리고  모두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명을  받았는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브와  그의  팀은  텔아비브의  거리

들에  있는  마약  중독자들과  창녀들에게  손을  내미는  일을  훌륭하게  해내고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

어를  알아  듣진  못하지만 , 저는  도브가  수척하고, 붕대로  가득하고, 때에  따라선 , 저희  눈  앞에서  마

약을  투여하고  있는  거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환영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 저는  특히  자기

가  뒤지던  쓰레기장에서  자던  한  창녀를  기억합니다 . 그녀는  심하게  더럽고  구타당한  흔적이  있는  

상태에서도, 그녀는  저희  일행  중  한  남자와  마약에  맛이  간  어떤  남자  옆에서  마약을  하고  있는  다

른  임신한  여자에게  자신을  팔려고  했습니다. 한  여자는  도브에게  질문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습

니다 . 

43세의  나이에 , 그녀는  이  끔직한  곳에  있는  자신의  동년배들에  비하면  덜  수척하고  덜  나이  들어  

보였으나, 여전히  갈  길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 저는  그녀가  어떻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궁금했지만, 제가  그녀에게  물어볼  기회가  있었을  때 , 그녀는  저에게  차마  대답하지  못했거나 , 아

니면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대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브의  참을성  있고  애정  어린  모습을  

보자니 , 이  일은  매우  피곤한  일이지만, 그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사랑으로  손을  뻗고 ,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센터로  데리고  오고, 음식을  먹고  콜라나  물을  마시게  줍니다. 맥스와  다

른  자원  봉사자들은  그  동안  센터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

씀  중심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 

저희가  온  날에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  아가씨(크리스티나)는  누군가(아

마도  그녀  자신)를  용서하는  대에  힘든  시간을  보냈고 , 그녀는  맥스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

를  씻겨  낼  수  있다고  할  때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도브와  텔아비브에  있는  센터에

서  보낸  그  날은  제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줬고, 저는  계속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일을  도와  줄  

것입니다. 모두를  위해  주님의  힘과  보호하심, 그리고  바른  말씀만을  나누고  그들이  섬기는  사람들

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  드립니다. 

 

시온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레이철  레오나르드  

CMA 행정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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