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 있는 삶
-댄 저스터

성령의 은사에 대해 흔히 잘못 가르치는 것이 2 천년 전 사도적 리더십의
과도기 시대에만 해당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일어나는 큰
기사와 표적들, 특히 중동, 인도,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의 부흥 가운데
나타나는 그것들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특별히 임재하시는 곳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새 언약에는 성령을 보편적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여기엔 “성령을
보여주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2 장에 있는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의 세례(침례)는 영원히
추구해야 될 분명한 체험입니다.
마가복음은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 너무나 이른 기록이라 맨 처음
성도들이 예슈아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고 이해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명백히 요약해 줍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적인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이 다 더 큰 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몸이 더 큰 일을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데,
성령의 내주는 시공을 초월하는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9 장에서 예슈아께서 열두 제자들을 보내시고 나서 10 장에서는
70 명을 보내십니다. 두 장에서 예슈아께서 주신 지침은 동일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을에 가서 병자들을 고치고 하나님 왕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치유와 축사는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 왕국의 힘에 의해
정복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정확한 예언, 치유, 그리고 축사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성숙함과 지혜로 잘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 대가는 값진 것입니다. 질서 정연한
죽음보다는 “혼란스러운” 생명이 낫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코디 아처 Cody Archer

사도행전은 복음의 확장을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시간
순으로 기록합니다 (행 1:8). 30 년 동안 한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이
소아시아를 통해 유럽의 주요 도시들로 확장되고 그 수가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이러한 확장은 여섯 단계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각 단계는 경과
보고로 마무리됩니다.
1. 행 1:1-6:7 은 교회의 탄생과 베드로의 예루살렘 설교가 나옵니다.
-경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2. 행 6:8-9:31 에는 복음이 유대에 퍼져나는 이야기와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경과 보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3. 행 9:32-12:24 은 바울의 회심과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한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권속들로 받아들여지고 복음이 안디옥까지
퍼져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경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4. 행 12:25-16:5 에는 바울의 갈라디아 전도 여행을 통해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나옵니다.
-경과 보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5. 행 16:6-19:20 에서 복음은 고린도와 에베소 같은 유럽의 대도시에
까지 확장되어 갑니다.
-경과 보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6. 행 19:21-28:31 에서 복음이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까지
전해지고, 바울은 옥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며 중요한
서신서들을 기록합니다.
-경과 보고: “바울은…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1 세기에 복음이 진행된 것을 보고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은, 복음이
지금껏 진행되어 온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014 년 여름 소식

팊에렡 예슈아 Tiferet Yeshua 와 아하밭 예슈아 Ahavat Yeshua 공동체에서
많은 청년들이 미국에 방문하여 메시아 컨퍼런스 Messiah Conference 와
여러 곳에서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의 아리엘 Ariel 과 제레마야 Jeremiah 는 아시아에서
있을 여러 컨퍼런스와 리더 모임 등에서 강의하고 나눌 것인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6 월 22-27 일- 중국 남부와 중부 지역
6 월 28-30 일- 일본 후쿠오카와 도쿄
6 월 30 일-7 월 4 일- 일본 오키나와의 Asia Gathering Conference
7 월 4-7 일- 홍콩

아리엘, 제레마야, 청년회, 그리고 함께 가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생적인 사랑

희생 없는 언약은 없습니다. 예슈아께서는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고,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 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아셰르는 예슈아의 사랑 안에 함께 한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성공적이고 건강한 관계의 기초가
된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