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야49: 22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
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ISAIAH 62 PRAYER INITIATIVE 이사야62장 기도운동
Prayer Letter for August 2020, 2020년 8월 기도서신

Dear prayer partners, 기도의 동역자들이여,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for prayer this month as we prepare here in
Jerusalem to worship the Lord during His appointed time at the Feast of Tabernacles.
Even though Israel is in a second, more lethal wave of the Coronavirus, we can have
confidence and peace about our place and role here.
이번 달 예루살렘에서 장막절에서 주님을 경배할 준비를 하면서 이번 달 기도를 위해
다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째로 치명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에 처해 있더라도 여기서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확신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Philippians 4: 6-7 says, 빌립보서 4: 6- 7 절은 말씀하시기를,
“Be anxious for no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known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surpasse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minds through
Christ Jesus.”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Therefore, although there is much confusion in our world at present, let us pray to
our God with thanksgiving and full assurance in His ability to bring us through!
그러므로 현재 세상에는 많은 혼란이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대해 감사하고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Joining together with a unified heart around the world is a very special and
powerful way to pray. As we reflect on the unsettling events of this year, let us also
remember everything God has done for us, and we will realize there is much to be
grateful for. Indeed, let us give thanks to God for choosing us to serve Him in these
most unusual days.
전 세계의 통일된 마음과 함께하는 것은 매우 특별하고 강력한 기도 방법입니다. 우
리가 올해의 불안한 사건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을 기
억하고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가장 특이한 날에 주
님을 섬기도록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Isaiah 49:22 says, “Thus says the Lord God: ‘Behold, I will lift my hand in an oath to
the nations, and set up my standard for the peoples; They shall bring your sons in
their arms, and your daughters shall be carried on their shoulders.”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뭇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

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As I read this verse, I see Jesus as the standard or banner raised to the nations. And
we, His followers, are called to carry the sons and daughters of the scattered Jewish
people back to their promised biblical homeland of Israel. My heart rejoices with
gratitude that we are the generation blessed to cooperate with our Lord in this
process of restoring Israel.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예수님을 열방의 표준이나 깃발로 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흩어져있는 유대 민족의 아들과 딸들을 약속된 성서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데려가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이 과정에서 주님과 협력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세대라는 것에 감사 드립니다.
On October 2nd, we will begin the online Global Feast of Tabernacles celebration.
While the COVID-19 travel restrictions mean most of us will be unable to come up
to Jerusalem for Sukkot, as Zechariah 14:16-18 envisions, we can offer you the
chance to visit Jerusalem, tour Israel, and listen to anointed local Israeli speakers
during our online Feast. And may we all be together next year in Jerusalem.
10월 2일, 우리는 온라인 세계 장막절 행사를 시작합니다. COVID-19 여행 제한은
우리 대부분이 초막절을 위해 예루살렘에 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스가랴 14:
16- 18이 계획한 바와 같이, 온라인 축제기간 동안 우리는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이스라
엘을 여행하며 기름 부음 받은 지역 이스라엘 지역사람들의 목소리와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모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Thankfully, we are the generation alive when God is redeeming Jerusalem, and we
are called and empowered by His Holy Spirit to show comfort to His people.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속하시는 이때에 살아있는 세대이며, 주님의 성령
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분의 백성에게 위로를 베풀 수 있음에 감사 드립니다.

Isaiah 40:1-2 says, “‘Comfort, yes, comfort my people!’ says your God. Speak
comfort to Jerusalem, and cry out to her, that her warfare is ended, that her iniquity
is pardoned; For she has received from the Lord’s hand double for all her sins.”
이사야 40: 1-2 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The ICEJ has been pursuing this prophetic calling for forty years now, and with your
prayer support this ministry of comfort will continue bearing good fruit in the years
ahead.
ICEJ는 현재 40년 동안이 예언의 부름을 추구해 왔으며, 여러분의 기도 지원으로 이
위로의 사역이 앞으로도 좋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So, this month as we seek the Lord in prayer, let us give thanks to Him, who gives
us the victory every time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 15:57)
그러므로 이번 달에 기도로 주님을 구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매번 승리
를 주시는 그 분께 감사 드립니다.(고전15: 57)
Shalom from Jerusalem!

예루살렘에서 샬롬!

Barry R Denison

배리 R 데니슨

Vice President – Operations

전략사역담당 부총재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국제 기독교 예루살렘 대사관
Please focus on the following areas of prayer in the Isaiah 62 Prayer Campaign for
the month of August. And let us hear from you about your needs and how God has
answered your prayers! Send a short email to prayer@icej.org to let us know you are
praying and fasting with us.
8월 한달 동안의 이사야 62기도 캠페인에서 다음 기도 영역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
고 당신의 필요와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는지에 대해 당신에게서 들어

봅시다!

당신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음을

알려주려면

짧은

이-메일을

prayer@icej.org로 보내십시오.

PRAYER POINTS For August 2020, 8월의 기도제목
The next day of prayer and fasting in our Isaiah 62 Global Prayer Campaign will be
on Wednesday, 5 August 2020. Please join us!
기도와 금식으로 드리는 이사야 62장 세계기도운동 다음날 2020년 8월 5일 수요일에
8월의 기도회가 있게 됩니다. 참여해 주십시오!

1. Prayer for Israel,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
For Revival in Israel, 이스라엘의 부흥
The impact of the Coronavirus pandemic is still being felt throughout Israel. But
like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the Body of Messiah in Israel is continuing
to grow. We praise the Lord for the increase. One thing the Lord has been
highlighting is the passage in Malachi 4:6 which speaks about the end-time
forerunner anointing and the need for strong relationships between the younger
and older generations.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의 영향은 여전히 이스라엘 전역에서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많은 지역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의 몸도 계속 자라고 있
습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신 한 가지는 말
라기 4: 6의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종말의 선구자에게 기름 부음과 젊은이와 아비
사이의 강한 유대관계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Please pray with us that the Holy Spirit would pour out a spirit of unity within
the Body here in the Land. Ask for the Lord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 fathers”. Let us pray that the
Lord would surround the young leaders in the Body of Christ with wise mentors

whom they can operate with together in unity.
성령께서 이 땅의 주님의 몸 안에 연합의 영을 부어 주시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리도록”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젊은 지도자들을 연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현명한 스승들
과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시다.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And he will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hearts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trike
the earth with a curse.” (Malachi 4: 5-6)
말라기 4: 5~6.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I, therefore, the prisoner of the Lord, beseech you to walk worthy of the
calling with which you were called, with all lowliness and gentleness, with
longsuffering,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endeavouring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in the bond of peace.” (Ephesians 4:1-3)
에베소서 4: 1-3,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For Israel’s Government, 이스라엘 정부를 위하여
Israeli Prime Minister Benjamin Netanyahu and his alternate PM Benny Gantz
are now in negotiations to approve Israel’s budget. As part of the coalition
agreement, Gantz and his Blue & White party want to approve a two-year
budget plan, however Netanyahu and Likud are reluctant due to the uncertainty

surrounding the Corona crisis. This is just one of many issues now straining the
coalition government.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베니 간츠(Benny Gantz) 총리는 현재 이스라
엘 예산 승인을 위해 협상 중이다. 간츠와 청백당(Blue & White)은 연합 계약의 일
환으로 2년간의 예산 계획을 승인하고 싶어하지만 코로나 위기를 둘러싼 불확실성
으로 인해 네타냐후와 리쿠드는 마지 못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합 정부에 부담
을 주는 많은 문제 중 하나 일뿐입니다.
Meanwhile, Hizbullah in Lebanon sent a small terror cell across the Israeli border
in an apparent attempt to retaliate for recent Israeli successes against their
forces fighting over in Syria. The IDF managed to thwart this incursion by
quickly pushing the militiamen back across the border. At the same time, the
nation of Lebanon is going through an enormous crisis of its own, with the
economy collapsing, food and jobs scarce, and many blaming Hizbullah for their
looming disaster. Several Christian sources in Lebanon have recently informed us
that conditions are becoming unbearable, and many are looking for a way to
leave the country.
한편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국경을 가로 질러 작은 테러 조직을 파견하
여 시리아에서 싸우는 군대에 대한 최근 이스라엘의 성공을 보복하기 위한 명백한
시도를 했다. IDF는 민병대를 국경을 넘어 신속하게 밀어 냄으로써 이 침입을 막아
냈습니다. 동시에 레바논 국가는 경제 붕괴, 식량 및 일자리 부족, 많은 재난에 대해
헤즈볼라를 비난하면서 엄청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몇몇 그리스도인 소
식통은 최근 상황이 참기 어려워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날 방법을 찾
고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Therefore, please pray that all the parties within the Israeli government would
work together to strengthen the nation during these troubled times, as they
face budget battles and economic worries amid a second wave of Corona.
Please also pray for a seal of protection along all of Israel’s borders, and
especially on the northern border. Let us ask for the Lord to extend His mighty
hand and outstretched arm on behalf of Israel, as in days of old. At the same
time, also please pray for the people of Lebanon, that they would find a way

out of their worsening situation, and would come to know and fear the Lord
and to seek to live at peace with Israel.
그러므로 이스라엘 정부 내의 모든 정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의 두 번
째 물결 속에서 예산 전략과 경제적 걱정에 직면하면서 국가를 강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국경, 특히 북부 국경을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예전처럼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주님의 강력한
손과 뻗은 팔을 내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동시에, 레바논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
십시오. 그들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벗어날 길을 찾고 주님을 알고 두려워하며 이스
라엘과 평화롭게 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So he answered, “Do not fear, for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And Elisha prayed, and said, “Lord, I pray, open his eyes
that he may see.” Then the Lord opened the eyes of the young man, and he
saw. And behold, the mountain wa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2 Kings 6:16-17)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열왕기하 6:16- 17)
“Therefore I exhort first of all that supplications, prayers, intercessions, and
giving of thanks be made for all men, for kings and all who are in authority,
that we may lead a quiet and peaceable life in all godliness and reverence.” (1
Timothy 2:1-2)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2: 1- 2)

2. Prayer for the Nations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

For Global Revival 국제적인 부흥을 위하여
This month during our Rosh Chodesh Prayer Chain a resounding word came
forth from amongst the nations that we should listen closely to the voice of the
Lord rather than the noise of the media. As a praying people, let us take more time
this month to spend with the Lord and hear what He is saying over our nations, our
communities, and our lives.
이번 달에 우리의 로쉬 코데시 기도 연합(Rosh Chodesh Prayer Chain)기간 동안
우리는 매체들의 소음보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확고한 음성이 들렸습
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이번 달에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주님과 함께 보내며 주님께
서 우리의 국가와 지역 사회와 우리의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십시오.

Please continue to join together in prayer with us that the Lord would pour out His
Spirit on all flesh, as promised in Joel 2. Pray that our sons and daughters would
prophecy and that our old men would see dreams and our young men visions. Pray
for the true Church to prosper and grow even amid these troubled times. Pray that
Christians everywhere would readjust their priorities away from the riches and cares
of this world and onto the precious, eternal truths of our salvation in Jesus.
요엘 2 장에서 약속한대로 주님께서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계속 함께 합시다. 우리의 아들딸들이 예언을 하고 노인들이 꿈과 청년들이 환상을 볼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시기에도 참된 교회가 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느 곳에서나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부와 관심에서 멀어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귀중하고 영원한 진리에 우선 순위를 재조정하도록 기도합시다.
“All the ends of the world shall remember and turn to the Lord, and all the
families of the nations shall worship before You.” (Psalm 22: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시22: 27)

“And it shall come to pass afterward that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Joel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요엘 2: 28)

3. Prayer for the ICEJ,

ICEJ를 위하여 기도

For the Feast 장막절행사를 위하여
This year will the first time in forty years that the nations will not be able to
come up to Jerusalem for the Feast, due to the Corona travel bans. But they can
experience the Feast as we are moving it online and broadcasting it to the ends
of the earth. The ICEJ’s online Feast of Tabernacles experience will include a live
service every day for seven days, plus a wide array of sermons and seminars,
including interactive sessions where participants will be able to hold live
question and answer sessions with speakers. There will be virtual tours to
different locations around Israel, and many other special features.
올해 40년 만에 코로나 여행 금지로 인해 열방들이 예루살렘에 올 수 없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동하여 지구 끝까지 방송하는 동안 그들은
축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ICEJ의 온라인 장막절 축제에는 7일 동안 매일 생
방송이 제공되며, 참가자가 발표자와의 실시간 질문 및 답변 순서를 개최 할 수 있
는 대화식 순서를 포함한 다양한 설교 및 세미나가 포함됩니다. 이스라엘 각지의 여
러 지역으로의 가상 투어 및 기타 여러 가지 특별한 기능이 있습니다.
Yet this all means that the next eight weeks leading into the Feast of Tabernacles will
a time of intense preparation for the ICEJ team in Jerusalem and for our national
branches worldwide. In many ways, this is all new territory for us. As these
preparations go forward, we will be relying on your prayer support as never before.
We do not want to do anything without the Lord blessing and leading us forward.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장막절로 이어지는 다음 8주가 예루살렘의 ICEJ 팀과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우리 모두
에게 새로운 영역입니다. 이러한 준비가 계속됨에 따라, 우리는 전례 없는 기도 응원에
의존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축복 없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Please pray for the leadership and staff of the ICEJ as we finish working out the
details of this year’s Feast. Please pray for the wisdom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amongst us. Please pray that the Lord would draw many people to
register for this year’s online Feast. Let us also pray that the Lord would bring
the right speakers and worship leaders on board, who want to bless the people
and deliver the right vision and word of the Lord which He wants to release
during this year’s Feast. Lastly, please pray that the Lord’s glorious presence
would be felt by all those preparing Feast 2020 and all those who will tune in.
올해 축제의 세부 사항을 다룰 때 ICEJ의 지도층과 직원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둘 사이에 성령의 지혜와 인도가 임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 온라인 축제에 등록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올바른 연사와 예배
지도자들을 데리고 오셔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올해의 절기 중에 풀어 놓으려는 주
님의 온전한 꿈과 말씀이 전해지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2020년 축제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과 동조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Then Moses said to him, “If your Presence does not go with us, do not send us
up from here.” (Exodus 33: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
려 보내지 마옵소서(출애굽기33: 15)
“But we, brethren, having been taken away from you for a short time in
presence, not in heart, endeavoured more eagerly to see your face with great
desire.” (1 Thessalonians 2:17)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

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디모데전서 2: 17)

For the ICEJ’s Aliyah Efforts, ICEJ의 알리야사업을 위하여
Over recent months, the ICEJ has witnessed a miracle in the prophetic return of the
Jewish people to the Promised Land. Despite the Coronavirus pandemic, the Aliyah
is still continuing and is poised to even increase significantly once the skies open up
again. And the ICEJ has been able to play a key role by bringing over 1300 Jews
home to Israel during this most unusual season of the Coronavirus. At the beginning
of July, the ICEJ launched our new “Rescue250 Campaign” – a challenge to Christians
to help us keep up our current pace of flying at least 250 Jews per month home to
Israel while the Coronavirus pandemic is still impacting the world. And the goal for
July was successfully reached with almost 300 Jewish immigrants arriving on ICEJsponsored flights this past month.
최근 몇 달 동안 ICEJ는 유대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예언적으로 돌아 오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에도 불구하고 알리야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하늘이 다시 열리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ICEJ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치명
적일 수 있는 계절에 13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와 주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었습니다. 7월 초, ICEJ는 새로운 “구출250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여전히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 달에 최소 250명의 유대인을 이
스라엘로 집으로 데려가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도전
입니다. 지난 7월에는 약 300명의 유대인 이민자들이 지난 달 ICEJ가 후원하는 항공편으
로 도착했습니다.

Please pray that the doors of Aliyah would remain open and that the return of
Jews to Israel would even increase despite the Corona travel restrictions. Pray
that the ICEJ would continue to play a central role in this current miraculous
season of Aliyah. Pray that the financial resources would be there for the ICEJ to

bring at least three thousand Jews home to Israel this year.
알리야의 문이 계속 열려 있고 코로나 여행 제한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이스
라엘로 돌아 오는 일이 더욱 커지길 기도하십시오. ICEJ가 이 기적의 알리야 계절에
계속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도합시다. ICEJ가 올해 최소 3천명의 유대인을 이스
라엘로 데려 올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합시다.
“He will set up a banner for the nations, and will assemble the outcasts of
Israel, and gather together the dispersed of Judah from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Isaiah 11:12)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
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이사야 11: 12)
“Known to God from eternity are all His works.” (Acts 15:18)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사도행전 15: 18)
Thank you for joining us in prayer this month!
이달에도 기도를 함께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We Will Bring the Feast to YOU! 우리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Due to the Coronavirus, most nations will not able to come to Jerusalem to
celebrate the Feast of Tabernacles in Jerusalem this year. However, the ICEJ is
excited to announce that we are bringing the Feast to YOU!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는 올해 예루살렘에서 장막절을 축하
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ICEJ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금년에도
축제를 진행할 수 있음을 발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Join us 2-8 October 2020, for an inspiring seven-day worship experience from
Jerusalem for a global TV and online audience. The Global Feast 2020 will
transform Israel’s largest annual Christian gathering into the world’s largestever Sukkot celebration! You will feel like you are right here with us in
Jerusalem!
2020 년 10 월 2~ 8 일에 전 세계 TV 및 온라인 시청자에게 예루살렘에서
감동을 주는 7 일간의 예배를 경험하십시오. 2020 년 국제장막절행사는 이스라엘
최대의

연례

기독교

모임을

세계

최대의

초막절

축제로

바꿉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될 것입니다!

Watch this video and do not miss this opportunity to encounter God's presence
in a whole new way!
이 영상을 보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REGISTER TODAY!
한국 국제기독교예루살렘대사관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Embassy Jerusalem
Rm703, Acetechnotower, 15, Seonyu-ro 33-gil, Yeongdeungpo-gu, Seoul Korea 07271
F: +82-2-2636-4753

M: +82-10-2079-3073

E: tcj.jesus@gmail.com

H: www.tcj.kr

Facebook: ICEJ KOREA

YouTube: ICEJ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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