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뉴스레터

팀원 소개 – 로니 레주완

로니의 부모님은 1952년에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알리야를 하셨고, 로니는 5년 후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대체로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청년 때 저는 힌두교와 불교에 심취했고 마약도 좀
했습니다. 저는 뉴에이지 사상과 유대적 뿌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는데,
특히 그들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 오직 하나 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비종교적 가정에서
자라기는 했어도 유대교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했으나, 실망했습니다.”
로니는 핀란드 출신으로 구습으로 돌아간 기독교인 애니와 결혼했는데,
본인이 예슈아를 믿게 되기 6개월 전이었습니다. 그는 자녀를 원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리 추구에 집중하고 싶었고, 심지어 히말라야의 불교 승려가 되고자
했었습니다.
“제가 믿게 되기 전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기도해줬는데 저는 마귀들이 제
몸에서 떠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물아홉 살에
믿게 되었습니다.”
로니는 더 이상 매일 6시간씩 하는 요가 명상을 하고 싶지 않았고, 애니도 곧

주께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들에게는 20대의 딸 둘과 아들 한 명이 있고, 모두
믿습니다.
로니는 기독교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메시아닉 선교단체에도 들어가
이곳에서 16년을 지냈습니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마약중독과 알코올중독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시작하여,
지금은 재활센터 부소장이자 협력 공동체의 부목사로 있습니다 (아래
“베이트 하예슈아 – 협력 프로젝트” 참조).

에티오피아 사역 보고

아프리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인구가 있는 대륙 중 하나이지만,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아프리카 사역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원 두 명이, 오랫동안 본인들의 출생지를 섬겨온 우리의 아주
친한 친구들인 에티오피아계 이스라엘인 사도적 지도자 비를리와 멜카메
벨라이와 함께 8일 동안 에티오피아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탐구했습니다.

이 여행은 작년 여름에 있었던 중요한 컨퍼런스에 기반하여 수립되었습니다.
이 팀은 아디스아바바에서 큰 공동체와 몇몇 기업계 지도자들과, 가난해져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유대인 노인들과도 만났습니다. 이들 유대인 노인들은
이스라엘로 알리야하기 위해 땅을 팔고 가문의 집들을 남겨두고 떠나왔지만,
오랫동안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입국이 거절되어 아디스아바바에서 꼼짝
못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 팀은 네켐테라는 도시에 기적을 기반으로 하여 세워진 역동적인 큰
사역단체의 따뜻한 환영을 받았고, 새로 믿게 된 수백 명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을 돕고 말씀을 가르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이 떠나오던 날,
에티오피아의 새 기독교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마치 이 팀이 그의
방문을 영적으로 준비하는 것을 도운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아디스아바바로
돌아올 가솔린이 없었는데, 마을에도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리터를 가지고 있던 한 남자를 통해 공급해 주셨는데요, 그는 우연히 대화를
듣고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남수단 국경에 있는 감벨라에서는 리바이브 이스라엘로부터의 가르침의
도움으로 회중들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티쿤
아프리카(현재 저희 티쿤과는 연계가 없는) 회장인 죠아쉬와 동역관계를 맺고
이 멋진 성장을 후원하고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네셰르 아시아 사역 보고
새로 생긴 독수리(‘네셰르’) 프로젝트는
이스라엘의 젊은 신흥 지도자 세대가 열방의
상응하는 세대와 함께, 예슈아의 재림으로
다가갈수록 마지막 때의 어둠이 짙어져가는
때에 예슈아를 위해 영적 하늘을 지배하도록 준비되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일단의 젊은이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대만과 한국에서 2주를
보내며 타문화를 경험하며, 사역할 기회를 통해 섬기며, 동아시아 동세대와
관계를 맺습니다. 지도자들 중 한 명은 “저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피어나 활기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트 하예슈아 – 협력 프로젝트
올렉(가명)은 구소련에서 KGB를
위해 일했었고, 20년 동안 중증
알콜 중독자로 많이 아팠고
정신질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이트 하예슈아 재활
아웃리치 센터와 회중을 통해 예슈아께 나아왔고 지금은 알코올중독에서
아주 많이 자유로워져 더 이상 약도 필요 없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베이트 하예슈아(구원의 집)는 리바이브 이스라엘과 긴밀히 결연된
재활센터입니다. 센터 주민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얼마 전에 탈피옷에서
예루살렘의 훨씬 더 나은 곳, 더 조용하고 정원도 있는 곳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센터 주민들은 거리로 나가 중독의 덫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한 달에 적어도 한 명은 믿음을 갖게 되어 지금 센터에 여덟 명이
있습니다. 중독을 끊고 집중적인 제자훈련을 위해 대체로 1년 동안
머무는데요, 매일 서너 개의 강의와 지도자들로부터의 멘토링이 있습니다.

자매 공동체는 80%가 중독에서 구원된 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러시아어권 유대인인데, 그들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성들을 위한
집도 개원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날 우리의 도전 대 사도행전 (3부)

아셰르 인트레이터가 오늘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마주하고 있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공동체 안에서의 권세와 다양한 민족들의 갈등 가운데 어떻게 균형을 이뤄야
할까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