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뉴스레터

사랑하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친구 여러분,
로쉬하샤나, 욤키푸르, 수콭의 가을 절기가 이어지는 이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새로운 부으심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찾아주시고, 여러분의 지역과 사회에 하나님 왕국의 목적들을 넘치도록
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팀원 소개 - 유발&발레리

발레리는 스위스에서 성장해, 16세에 믿음을 갖게 되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서 발레리는 파리의 성경 학교에 다녔습니다. 제네바에서 자신이 걷고 있던 디자인
커리어와는 아주 다른 것이었죠.
유발은 셰프이자 레스토랑 사장이었다가, 그것들을 버리고 키프로스에 가서 다이빙 강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레바논 출신의 새 신자를 만났고 그는 현지 교회를 통해 유발에게 믿음을 전해줬습니다.
유발은 신약을 읽기 시작했고 예슈아가 너무나 좋아졌습니다.
유발과 발레리는 17년 전 키프로스에 위치한 게이트웨이즈 비욘드 제자훈련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유발은 새 신자였고 발레리는 스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떠날 때 둘은 ‘정혼'한 상태였고,
게이트웨이즈 비욘드 공동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몇 달 후, 둘은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유발과 발레리는 아셰르와 베티의 사역을 섬겼고 다른 이들과 함께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 강의 사역 개발을 인도했고, 예루살렘에서 아하밭 예슈아 공동체를

개척한 일원이었습니다. 리더십을 통해 유발과 발레리는 제자 훈련과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이 공동체
가치를 향한 마음을 갖도록 도와줬습니다.
현재 유발과 발레리는 여섯 자녀 (3~15세)를 두었고, 가족들이 속한 공동체의 전도와 제자 훈련을
개발하는 데에 투자도 하고 있으며 기도와 예배를 통해 매일의 공동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책, 칼럼, 그리고 현지 강의
리바이브 이스라엘 도서 사역은 전 세계 메시아의 몸에 첨단의 강의와
도서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제 신실하고
부지런한 번역가들 덕에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빌
월리스는 영어 도서 및 다른 도서들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셰르의 책
정렬은 최근 독일어로 번역되었고 이제 임박한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리엘 블루멘탈의 신간 <한 새 사람>은 이제 영어로도 (중국어, 한국어 외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주문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홍콩 리바이브 이스라엘 - 아이리스 창의 보고
정렬 기도 모임: 홍콩의 위기를 아는 아셰르와 아리엘은 7월 정렬
기도 모임에서 홍콩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 것을 홍콩과 중국
참가자들에게 독려했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이방인
그리고 아랍인-유대인 간의 연합을 위해 매월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 제자 훈련: 저희는 계속해서 아셰르의 책 <모든 권세>를 핸드북 삼아 주간 핵심 팀의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더 충만히 이해하게 됐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전 세계적 몸을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저희는 이 책을 더 많은 교회에 제안했고,
그를 통해 홍콩의 신자들이 “권세"라는 주제에 대해 건강한 사고를 갖도록 돕고 있습니다.

사역 여행: 모세와 파니는 아셰르와 함께 아시아 메시아닉 포럼에 가서 다른 이들과 연결됐습니다.

홍콩의 상황에 대해 나누기도 했고, 공동의 기도를 촉구하기도 했으며 태국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과
연결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모세는 댄 저스터와 함께 TJCII 회의에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력하는
가운데 다가오는 미래를 논했고, 놀라운 이들과 연결되어 더 많은 사역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가을 절기 여정 - RI 파트너 프로젝트 하임 싱어만
이스라엘 가을 절기 여정(FFJI)은 최근 리바이브 이스라엘과의 2주 과정을 끝내고 이제 요르단 강과
갈릴리 지역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팔절(로쉬하샤나)을 기념하며, 유대력 5780년을
맞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는 속죄일(욤키푸르)을 기념하고 장막절을 맞았습니다. 가을 절기를 함께
기념하는 이 특별한 때는 진정 우리가 예슈아의 재림 때에 함께 누리게 될 커다란 잔치에 대한
예표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을 이스라엘 제자훈련 여정(DJI)으로 초대하길 원합니다.
8주 간 이스라엘 땅에서 (2020년 1월 2일~2월 28일) 메시아닉 리더들의
강의를 듣고, 성지들을 방문하며 이스라엘 땅의 첨단 사역들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집중적인 제자훈련을 받는 시간입니다. 예슈아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땅에서 말입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하임 싱어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chaim.singerman@gmail.com
DJI에 대한 간단한 영상을 보십시오

*FFJI는 리바이브 이스라엘 프로그램이 아니지만,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