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바이브 이스라엘 사역 및 활동 보고
아셰르는 이번 주에 키프로스 섬에 위치한 게이트웨이즈 제자 학교1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재정 후원이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려 드리려는 취지에서,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은 저희의 사역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흥미로운 국제 뉴스들을 준비했습니다.
아웃리치
·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원들은 N, Na, M, Y, B 등 많은 이들과 복음을 나눴고, 에인
케렘의 하다싸 병원 2의 환자들도 전도했습니다.
제자 훈련
· 샤아르 하케렘3의 봄 학기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역 공동체 강화
· 수주 동안 안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희 공동체를 찾아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는 사탄 숭배에 심취해 있다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 저희 팀은 마코르 하티크바(이스라엘의 메시아닉 학교)4에서 돌길을 재정비하고
페인트를 칠하며, 스패클5을 바르고 창고 정리, 파일 정리, 정원 관리 등으로
섬겼습니다.
· 또한 두기트(텔 아비브에 위치한 전도 센터)6에서 저장 창고에 있던 식품들을 새로
연 배포 센터로 옮기고, 페인트와 스패클을 바르며 선반을 달고, 청소를 했습니다.
· 아셰르 인트레이터와 에디 산토로는 다른 이스라엘 목회자들과 만나 기도하고
토론했습니다.
유대 언덕 프로젝트7
· “사업 개척- 투자, 창업 그리고 경영”이라는 이름의 보조 조직이 메시아닉 이스라엘
성도들의 창업을 도와줄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나아가리라8"
· U 와 V 는 유럽의 스위스 및 프랑스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관계를 쌓았습니다.
· U 는 현재 무슬림 선교에 관련된 컨퍼런스에 참석 중입니다.
· 김 감독과 함께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은 한국-일본 성도들을 위한 컨퍼런스를
인도했습니다. 3 일 동안 교제와 경배, 강의로 진행된 컨퍼런스는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 아셰르는 이스라엘의 교육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팀웍 확립 및 팀 중심의 활동들

1

the Gateways Discipleship School; www.gatewaysbeyond.org/gts.php
2
Hadassah Ein Kerem Hospital; www.hadassah-med.com
3
Sha’ar HaKerem(‘포도원 문’이라는 뜻을 가진 Revive-Israel 의 제자훈련 프로그램)
4
Makor HaTikvah; www.makorhatikvah.org
5
spackle
6
Dugit(Avi Mizrachi 목사 운영); www.dugit.org
7

Judean Hills Project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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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은 지난 한 달 동안 기도와 경배로 418 인시(人時)를
보냈습니다.
저희는 사역 센터를 위한 추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기도실은 이번 주중에 새로운
공간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전의 경배실은 이제 추가적 사무 공간으로 쓰기 위해
수리 중입니다.

구체적 기도 제목
· 아셰르의 TV 인터뷰 녹화는 잘 진행되었고, 주님께서 모든 말을 이끌어주시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다음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o 이것이 방송될 때 많은 이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o 시청자들의 긍정적 반응이 많이 나타나도록
o 메시아닉 유대교 지도자들이 언론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도록
·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하밭 예슈아에 계속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는
방문자들이 끊이지 않되 전원이 강력하게 하나님을 체험하여 예슈아를 메시아로
받아 들일 수 있는 역사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문제, 특별히 이메일과 관련한 문제들이 많았고 저희는 이것이 기술적인 것
이상의 영적인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기술 관련 부분들이 올바르게 작동하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국제 뉴스
마흐무드 알-마브후9의 죽음
헤즈볼라 군대의 사령관이요 무기 밀수자,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 혁명군10의 게릴라
연락책인 마흐무드 알-마브후가 두바이의 호텔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하마스는
모사드11가 살해한 것이라고 고소했습니다. 마흐무드는 수많은 장거리 로켓 미사일들을 가자
지구로 밀수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1989 년 제 1 차 인티파다12 당시에
두 이스라엘 병사-아비 사스포르타스 병장과 일란 싸아돈 이병 13-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http://www.jpost.com/MiddleEast/Article.aspx?id=167344
처형 당한 이란의 시위자들
두 명의 반정부 활동가들-아라쉬 라흐마니푸르와 모함마드 레자 알리자마니 14-이 이란에서
사형 당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정부가 위협 전술을 통해 현재의 반정부 운동이 확장되지
못하게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 월에 있었던 대선에 대한 시위에 가담한 또 다른
다섯 명도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http://www.dailymail.co.uk/news/worldnews/article-1246749/Iran-executes-menarrested-presidential-election-unrest-waging-war-God.html
2009 년 반유대 움직임의 융기
유대인 협회 15장 나탄 샤란스키 16가 발표한 대-반유대주의 조정 포럼(CFCA17)의 2009 년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서유럽에서 반유대적 사고와 폭력 사건들이 증가했습니다.
9
Mahmound al-Mabhouh
the Islamic Revolutionary Guard Corps
11
Mossad(이스라엘의 비밀정보기관); www.mossad.gov.il
12
Intifada(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반 이스라엘 투쟁, ‘봉기’라는 뜻의 아랍어)
13
Sgt. Avi Sasportas and Pvt. Ilan Sa’adon
14
Arash Rahmanipour and Mohammad Reza Alizamani
15
The Jewish Agency; www.jewishagency.or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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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의 대부분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2009 년 초에 수행한 캐스트 레드 작전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상승을 보인 것은 프랑스였고, 그 다음으로 영국이 뒤를 이었으며
네덜란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
국제 홀로코스트 기념일 행사가 수요일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시몬 페레스 대통령 모두 폴란드의 레흐 카친스키 18
대통령, 유럽 의회장, 이스라엘의 크네셑19 의원들 등 청중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연설했습니다. 폴란드 대통령은 많은 잔학 행위들을 다시 언급하며 “유대인들은 그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학살 당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또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다.”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http://www.ynetnews.com/articles/0,7340,L-3840535,00.html
나이지리아 조스20 시
이스라엘의 전도 팀이 나이지리아에 파송돼 사역한 뒤, 그리스도인들과 무슬림들 사이에
엄청난 유혈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지난 주 조스에서는 326 명이 사망했습니다. 주(州)
경찰국장이 애초에 무슬림 청년들이 교회에 불을 질러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고 증언했지만,
무슬림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무슬림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인 지역에
2008 년 11 월에 파괴되었던 무슬림 가정의 주택을 재건하는 문제를 놓고 벌어진 사태라고
말합니다.
“가스 알리 21” 알리 하싼 알-마지드22 사형
68 세의 이라크 장군 알리 하싼 알-마지드는, 쿠르드 족 민간인들에게 독가스 공격을 명해
“가스 알리”로 악명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2010 년 1 월 25 일 바그다드에서
사형되었습니다. 그의 사형이 결정된 것은, 사촌 사담 후쎄인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에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로 인해 그에게 특별 재판을 통해 내려진 네 번째 사형 선고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라크 항공기가 미란성(靡爛性) 독가스, 신경 가스 등 독극물을 담은 각종 화학 폭탄들을
떨어뜨렸을 때, 약 5 천 명의 쿠르드인들이 죽었고 1 만 명 가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민간인에 대해 행해진 가장 치명적인 화학 공격이었습니다.

16
Natan Sharansky
the Coordination Forum for Countering Anti-Semitism; www.antisemitism.org.il
18
Lech Kacznski
19
Knesset(이스라엘 의회); www.knesset.gov.il
20
Jos
21
Chemical Ali
22
Ali Hassan al-Maj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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