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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바이브 이스라엘에 있는 저희 모두는 2019년 여러분께 예슈아 안에서 모든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2018년을 돌아보니, 분명히 성장의 해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와 나눔, 실질적 도움으로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사역에
함께해주신 여러분 말입니다. 주요한 진척은 이런 게 있었습니다.

•

아랍 아웃리치 파트너 프로그램을 통해 100,000명의 아랍인이 SNS로
복음을 접함 - 작년보다 2배

•

예슈아의 마지막 때 계획 등에 대한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강의 (문자와
영상 모두)를 여러 언어로 번역하고 있는 자원자 70명

•

최첨단의 가르침과 예언적 임팩트로 조직하거나 기여한 30 차례의 국제
컨퍼런스

•

리바이브 이스라엘 SNS에서 영상 조회 4백만 회

•

리바이브 이스라엘 SNS 팔로워 6만 명 - 3배 증가

•

예루살렘 거리에서 매월 아웃리치를 나가 지역 주민들의 심령을 만짐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이 회복에 대해,
저희 민족의 죄된 본성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겔 36:22).” 바울은 유대 민족에 대하여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롬 11:28)”라고 덧붙입니다. 그는 또 예슈아께서 유대 민족을 섬기신
것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롬 15:8~9)”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 언약들을
인해, 그리고 열방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저희가 작은 몫을 감당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셰르의 미국 방문
11월에 아셰르는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는 전세계 하나님의
성회 주요 지도자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친구 데이비드 디미안 (글로벌 개더링)과

특별한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아랍인과 유대인인 이 둘 사이에는 굉장한 조화가
있어, 하나의 마이크를 사이좋게 나눠썼다고 합니다.

캔자스 시티에서는 킹덤 리빙 메시아닉 공동체와 국제 기도의 집 (IHOP)에서
가르치는 놀라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이크 비클과도 시간을 보냈죠. 아셰르는
이후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조나단 버니스와 트로이 월리스가 인도한 메시아닉
리더 원탁회의의 한 세션을 맡았고, 메시아닉 리더들과 교제했습니다.

일정 후반에 이르러서는 텍사스주 댈러스에 있는 친구들과 데스티니 교회에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데이스타 TV에 출연해 저서 <정렬>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픈 도어 교회에서 글로벌 티쿤 사역을 위한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아셰르와 베티 가정이 예슈아의 왕국을 위한 영원한 열매를 많이 맺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리바이브 이스라엘 동아시아 모임

11월에 태국과 대만, 일본, 홍콩/중국, 한국,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이 일본에 모여 교제하고 가르치며, 개발하고 조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한국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에 서는 여정 가운데 큰 돌파를
가져올, 하늘로부터의 초자연적 연합이 있었어요.” 팀들은 성장하고 있으며,
견인력과 지역 영향력을 얻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개척해 온 아리엘
블루멘탈이 세션들을 인도했고 모두 설경과 온천을 즐겼습니다. 이스라엘 팀
일부는 한국의 서울과 부산으로 일정을 이어, 교회와 청소년 모임, 기도 모임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한국의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한편 아리엘은 홍콩으로
가 그곳의 팀을 세우는 데에 힘썼습니다. 아리엘과 우리 동아시아 팀들이 각자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혹은 다시 주시는 부흥 가운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팀원 소개 - 탈 로빈
탈 로빈은 팀 목회자이자 아셰르
인트레이트의 개인 비서이며,
리바이브 이스라엘의 고위 리더이고
지역 교회 장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탈의 가족은
루마니아와 프랑스에서
알리야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슬하에 다섯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는 언어를 좋아하여 히브리어,
영어, 네덜란드어를 잘 하고 조금씩
하는 언어도 여럿 있습니다. 그는
체코와 폴란드, 슬로바키아에서
리바이브 이스라엘을 통한 튼튼한
관계들을 개발했고,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하죠. 또
탈은 유대교 배경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제든 아니면 아이들과 레고로 하는
형태든, 식물 가꾸기와 건축을
좋아합니다. 아버지요 리더, 목회자,

종으로서 탈이 중유럽 국가들과의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예슈아의 재림
댄 저스터가 예슈아의 재림 이전
표징과 때에 대해 전합니다.
여기에서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