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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리바이브이스라엘 동역자 여러분께
2천년 전 예슈아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당신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 1:8). 불과 30여년 만에 그 일이
시작되었지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멸망하면서 그 지역의 예슈아 증거에는
커다란 장애가 생겼습니다. 또 136년 바르 코흐바 반란을 진압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예루살렘을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이스라엘을 팔레스티나라고 명명하고선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그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2천년이 흘러 이스라엘 국가는 재건되었고 1967년에 예루살렘이 유대 민족에게 수복된 가운데,
리바이브 이스라엘은 다른 많은 현지 사역 단체들과 함께 예슈아의 재림을 준비하며 복음이
시온으로부터 나아가는 상황에 일익함을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팀원 소개
- 아브네르

아브네르 발레르는 리바이브이스라엘의 히브리어 24시간 인터넷 복음 TV 방송인
YeshuaChai.tv에서 맡은 SNS 개발자 역할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결정적인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브네르는 이스라엘 아라바 광야 지역의 세속 가정에서 태어나 올해 36살이 되었습니다. 10대
후반에 그는 복음을 들었고, 20살이 되었을 때는 예슈아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세속적 배경
때문에 그의 가족들은 신앙에 반대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가 공동체에서 데려오는 친구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아브네르는 컴퓨터로 전도용 컨텐츠 만드는 것을 좋아하며, 히브리어와 구약 연구에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잠언 이해하기>와 <쉬운 히브리어로 보는 전도서>라는 책 2권을 썼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인 대부분은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민족이 이해만 한다면 예슈아 외엔 메시아가 있을 수 없음을 믿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 비전은 이들이 고대 히브리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특히
온라인 기술을 통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슈아하이 TV를 위한 기도 소식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매월 전도

“신발 가게에서 한 젊은 여성에게 저희 둘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를 나눴어요. 그분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저희는 기도를 해드렸죠. 그분은 예슈아를 믿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상쾌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아주 평범하다면서요. 제 친구는 그분을
다시 찾아가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리바이브이스라엘은 보통 오전을 예루살렘에서 예슈아를 전하며 보냅니다. 예배
이후 주님의 안내와 축복을 구하며 저희는 둘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보통 저희는 기도, 치유 혹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축복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이 예슈아에 대한 논의와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마음을
여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는 광장에서 히브리어로 공개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세속인과 종교인, 아랍인, 현지인, 관광객, 젊은이와 노인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만이 메몰차게 마음을 닫았고 나머지는 모두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은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가까운 공동체에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매월 전도
“신발 가게에서 한 젊은 여성에게 저희 둘이 어떻게 주님을 믿게 됐는지를 나눴어요. 그분은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고 저희는 기도를 해드렸죠. 그분은 예슈아를 믿는 유대인을 만나게
되어 너무나 상쾌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아주 평범하다면서요. 제 친구는 그분을
다시 찾아가 관계를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리바이브이스라엘은 보통 오전을 예루살렘에서 예슈아를 전하며 보냅니다. 예배
이후 주님의 안내와 축복을 구하며 저희는 둘 정도의 소그룹으로 나뉘어 하나님께서 만지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보통 저희는 기도, 치유 혹은 예언의 말씀을 통해 축복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저희는 이런 과정이 예슈아에 대한 논의와 설명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마음을
여는 것을 봅니다.

“이번에는 광장에서 히브리어로 공개적인 찬양을 했습니다. 노래들이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세속인과 종교인, 아랍인, 현지인, 관광객, 젊은이와 노인 모두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사람만이 메몰차게 마음을 닫았고 나머지는 모두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에티오피아계 유대인은 치유 기도를 받았는데, 가까운 공동체에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베이트 네타넬-리바이브이스라엘 협력 프로젝트

“근처 예쉬바 (유대교 신학 대학교)에서 48명의 젊은이들이 랍비 전통에 따라 페싸흐(유월절)을 지키는 것과
예슈아를 그 중심에 두는 것 사이의 차이점에 대해 들으러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가운데 함께 식사를
했고, 이후 10명은 남아 더 배우려고 남았습니다. 또 그들은 저를 예쉬바로 초대했고, 저는 50명분 식사를
준비해갔습니다.”

라헬과 길라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집을 사용하사 이스라엘인들에게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이야기들이 가득 합니다. 리바이브이스라엘은 너무나 열매가 큰 이 아웃리치 사역 베이트 네타넬과 협력할 수
있어 너무나 기쁩니다. 저희는 사역 지원, 기도, 재정 나눔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발랕 샤밭 식사에 20명을 초대했습니다. 한 여성의 남편은 코스타리카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에게 전화를 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전화로 기도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이제 그와 그의 다른 식구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라헬은 최근 목소리가 너무 쉬어서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또 베이트 네타넬 건물의 접근권에 대한 법정 소송을
두고 기도 요청을 해왔습니다. 이 곳 바로 위에 있는 땅에 대해 아랍인들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 만약에
패소한다면 이 건물엔 접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법정에서 정의와 공의가 이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름 부으심보다 순종
패티 저스터는 권세에 순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예언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