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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huaChai.tv (예슈아 하이: 예슈아께서 살아계시다)
저희의 비전은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히브리어로 아래 방법으로 예슈아에 대한
진리를 들어볼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

복음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몸들과 동역하고 연합을
강화

•

예슈아에 대한 인식을 급진적으로 호전시켜 진리로 오해를 대체하도록 도움

•

수십 만의 이스라엘인들이 구원 받도록 돕도록 도움

사라(가명)의 간증: 나는 예수님을 일컫는 예슈라는 이름을 항상 욕설로 사용해
왔다. 나는 유대교인이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하는 예슈아하이 TV를 봄으로 나는 예슈아께서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분임을 이해하게 됐다. 예슈아는 구원을 의미하며 나는 이제 그분의 구원을 받기
위해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 함께해 달라는 아셰르 인트레이터의 초청 영상

야론(가명)의 간증: 나는 세속적인 유대 청년이다. 나는 예슈아하이 TV에 대한
광고를 보고 시청을 시작해 지금은 주기적으로 보고 있다. 나는 예슈아하이 팀과
대화를 시작했고 신약 성경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예슈아하이 TV는 쉬지 않고 48시간 분량의 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2019년에
우리는 추가로 13시간 분량의 강력한 컨텐츠를 공급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러분이 없이 불가능합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37,000달러가 필요합니다. 1천
달러가 후원될 때마다 수준 높은 히브리어 컨텐츠를 20분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들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문화를 통해 복음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야
복음이 외래의 것 혹은 이질적인 것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보통 상당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예슈아하이 TV에 더 알아보고 후원을
하려면 여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네셰르 (독수리) 프로젝트

저희는 하이파의 샤베이찌욘 공동체와 협력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사야 40:31을 근거로 이스라엘에 제자도와
훈련,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차세대 리더들을 일으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스라엘

현지 공동체들과 열방 가운데서 진행하되 신학적 지식과 성령의 은사 활용을 전례
없는 방식으로 결합하여 제시합니다. 여기엔 이런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젊은 신자들이 전역 후 떠나는 여행- 새롭게 되고 안식하며 치유를 받고 개인적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현지 성도들과 연결되고 교회 가운데 개인적 은사와
사역을 펼치도록. 올해 제레마야는 이스라엘 8개 교회에서 온 21명의 청년들과 함께
노르웨이로 가는 여행에 동참합니다. (한 명의 청년을 파송하는 데에는 1천 불이
소요됩니다. 후원해 주세요)

1. 쇼레쉬 (뿌리) 훈련 세미나- 3개월간 개인적 제자 훈련을 받고 이스라엘의 여러
메시아닉 리더 및 교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시간. 올해의 파일럿 코스에 아주
열매가 많았고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흐름을 타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12명의 졸업생 중 하나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 학생을 후원하는 데에는
900달러가 든다!)

이 프로젝트들을 후원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것들을 비롯한 예슈아께 영광 돌리는 많은 프로젝트들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력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들 가운데 씨를 뿌리어 이들이
굳건히 자리잡고 자라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