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in Ben Torrey for this Fourth River Project Intercessory
Prayer Pilgrimage to Israel!
네번째강 프로젝트 중보를 위해 벤 토레이와 떠나는 이스라엘 순례
Bi-lingual in both Korean and English.

영어 및 한국어 가능

Join with Ben and Liz Torrey as well as others
from Jesus Abbey on this unique intercessory
prayer pilgrimage to Israel. We will visit
important places in the life of Jesus and from
the Bible. We will worship with Messianic Jews.
We will pray at 24/7 prayer houses around the
land. Both Ben Torrey and Exie Schlossberg
(official registered Israeli tour guide and longtime friend of the Torreys) will share from their
wealth of knowledge and experience about the
Scriptures and the land of the Bible.

벤 과 리즈 토레이, 그리고 예수원 식구들 몇
명과 함께 ‘중보기도를 위한 이스라엘 성지
순례’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주요장소 및 성경에 나오는 장소들을 둘러보고,
메시아닉 쥬(회심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며,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벤 토레이와 엑시 슐로스버그(이스라엘
정식 가이드 등록된 사람이며, 토레이 가의 오랜
친구입니다)는 성경과 그 땅에 대한 풍성한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While this will be a fascinating look at the Land of the Bible
it is much more than that. It will be a time of deep
intercessory prayer as we walk the land praying for
reconciliation throughout the Middle East and for healing
of the nation of Korea. The time spent at each location will
include times of intercession and of listening to the Lord.

Prayer outside David’s Tomb

매력적으로 보이는
성경의 땅은, 실제로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한국의 치유와, 중동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을 걷는 깊은
중보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각 지역을
방문하여 중보기도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으려고 합니다.

Outside David’s Tomb and the
Upper Room

Worship at Shepherd’s Field
Bethlehem

At this time of great darkness and fear in both regions, we look to our victorious God
to astound the world—as He promised in Isaiah 62—by restoring to Himself both His
city, Jerusalem, and the Jerusalem of the East, Pyongyang.
깊은 어두움과 두려움이 현존하는 지역에서, 우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이사야 62장의 약속처럼 그 분 자신과 자신의 성,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동방의
예루살렘인 평양을 회복시켜 세상을 놀라게 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Arch of Triumph, Pyongyang

Damascus Gate, Jerusalem

Divided Lands

There are only a limited number of spaces
available from both Korea and the US so register
soon by sending an email to Ben Torrey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Itinerary

한국과 미국에서 제한된 인원만을 받을 수
있기에, 원하시는 분들은 벤 토레이 형제에게
메일을 보내어 일찍 신청해주십시오.
bentorrey@thefourthriver.org.

일정

• We will have times of prayer
and worship at various places.

• 다양한 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할 예정입니다.

• Due to the strenuous nature of
this pilgrimage, participants
must be in good health and
able to walk a lot!

• 이 순례는 환경이 척박한
곳을 여행하므로, 참가자는
건강하고, 많이 걸을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 Itinerary is subject to change.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Tues. 12/06: Arrive at Tel Aviv
airport from either ICN
(Incheon) or JFK (New York) at
night, to hotel in Netanya

12/6 화: 인천공항 또는 JFK
공항(뉴욕)에서 텔아비브
공항으로 이동(저녁 도착),
네탄바 호텔 숙박

Wed. 12/07: Caesarea, Mount
Carmel and Megiddo, Hotel in
Tiberias

12/7수: 가이사랴, 갈멜산과
므깃도, 숙박은 디베랴 호텔
Elijah on Mt. Carmel

Thur, 12/08: Peter’s Home, Capernaum, Boat ride on the
Sea of Galilee, Cana, Nazareth, back to Tiberias
12/8 목: 베드로의 집, 가버나움, 갈릴리 보트 타기, 가나,
나사렛, 디베랴로 돌아옴

Boat Ride on Sea of Galilee

Fri. 12/09: Mount of Beatitudes, Tel Dan,
Caesarea Philippi, Jordan River, back to Tiberias
12/9 금: 산상수훈의 산, 텔 단, 가이사랴 빌립보,
요단강, 디베랴로 돌아
Capernaum: Synagogue, Peter’s House

Sat. 12/10: Worship in Jerusalem with a
Messianic congregation, visit prayer towers
around Jerusalem, rest
Sun. 12/11: Prayer towers around Jerusalem
12/10 토: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닉 쥬와 함께 예배,
예루살렘 주변 기도탑 방문, 휴식
Worshipping with Messianic Believers

12/11 일: 예루살렘 근처 기도의 탑 방문

Mon. 12/12: Mount of Olives, Gethsemane,
Upper Room
Tues. 12/13: Pool of Bethesda, Via Dolorosa,
Western Wall of the Temple (Wailing Wall),
Bethlehem—Shepherds’ Field
12/12 월: 감람산, 겟세마네, 다락방
12/13 화: 베데스다 연못, 비아 돌로로사, 성전
서쪽 벽(통곡의 벽)

Korean 24/7 Prayer Tower

Wed. 12/14: Jericho, Qumran, the Dead Sea
Thur. 12/15: Yad Vashem Museum and Memorial,
Israel Museum, Garden Tomb
Fri. 12/16: Return to home
12/14 수: 여리고, 쿰란, 사해
12/15 목: 야드 바쉠 박물관과 추모관, 이스라엘
박물관, 정원무덤
The Dead Sea

12/16 금: 집으로.

Important Details!
Cost:

In Korea: 3,890,000 won

In USA: $3,500

Per person, double occupancy, all inclusive (includes taxes, meals and tips) except for
travel insurance.
In addition to covering all your costs your fee will make it possible for a few people from the
community of Jesus Abbey to attend as well.
Make checks payable in US dollars to The Fourth River Project, Inc. and send to PO Box
744, Vernon, CT 06099
By direct deposit in Korean Won to: The Agricultural Co-op Bank 농협 352-1109-7699-13
(김영호)
(For other options or any questions, email Ben at bentorrey@thefourthriver.org. )

가격: 한국 389만원

미국 $3500

1인 비용이며, 2인실 사용, 모든 비용포함(세금, 식사, 팁까지), 여행자보험 불 포함
여러분들의 비용의 일부로, 예수원 공동체 식구들 몇 명의 여행을 보조하려 합니다.
미국 달러로 지불할 수 있는 수표를 네번째강으로 보내주시거나(주소는, PO Box 744,
Vernon, CT 06099 ),
한국의 농협계좌(농협 352-1109-7699-13 김영호)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을 원하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bentorrey@thefourthriver.org 주소로 벤
신부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Come join Liz, Ben
and Ex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