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과 능력
우리는 신약성경, 특히 누가의 복음 중에서 반복적으로 “영과 능력’이라는
표현을 봅니다.
-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오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눅
1:17).

-

예슈아의 어머니 미리암 (마리아)은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라는 말씀을 인해 잉태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눅 1:35).

-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행
1:8).

영과 능력은 관련되어 있지만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은 인격체이고 능력은
물리적 개체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은 에너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지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능력은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복종하지만 능력은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인격체와 물리적 개체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기공은 인격체이고,
전기는 물체입니다. 전기공이 집에 와야 전기가 연결됩니다. 전기공을 집 안에
들이고 예의를 갖추어 대합니다. 그런 다음 지시에 따라 전기를 사용합니다.
예슈아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 위에
임했습니다 (눅 3:21).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심으로 성결을 시험하기 위해 성령이 예슈아를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눅 4:1). 여기에도 능력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이 끝난 후에 예슈아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눅 4:14).
예슈아께서는 회개와 용서, 복종의 물을 통과하심으로써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이나 시험은 없었습니다. 우리를 위한 본보기이자 예시로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슈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누구든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 2:38). 해야 할 단 한가지
일은 구하는 것입니다 (눅 11:13).

예슈아께서는 능력을 덧입기 전에 기도하셨고 40 일 금식하셨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 마귀와의 전쟁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을 통과해야 우리 삶의 영적 능력과 기름부으심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세 가지 기본적 시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오용하는 것, 즉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된 동기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눅 4:3-13).
우리가 능력을 바른 이유로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름부으심을 더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잘못된 이유로 사용하는 것은 주술의 한
형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예슈아의 이름을
사용하려 할지라도 말입니다. (행 8:18-23).
오늘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미디어의 영향, 세상적 염려와 사회적
압력이라는 홍수에 잠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기름부으심을
원한다면 우리는 베개 문화의 편안함에 탐닉하기보다는 광야와 같은 체험을
추구해야만 합니다.

유투브에 새로 올라온 강의
“성령과 능력”에 관한 아셰르의 강의 전체를 유튜브에서 무료로 보고
들으십시오. 더욱 세상적 영향력에서 우리 자신을 분리시키고, 성령의 능력에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유투브 페이지의 동영상 업데이트 공지를 여러분의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도록
구독신청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땅끝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행 1:8)하신
예슈아의 위대한 위임을 이루기를 구하며 다시 한 번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과 공동체 지체들이 이번 주에 아래 나라들에서 섬기고
가르칠 것입니다:
존 (John)과 티크바(Tikvah) – 폴란드

사라(Sarah V) – 태국
아리엘(Ariel)과 베레드 (Vered) – 중국에서 귀국 예정
아셀(Asher), 베티(Betty), 헤지(Hezi), 오델리아(Odelia), 유발 (Youval),
발레리(Valerie), 안자(Anja) – 프랑스 발랑스(Valence)에서 열리는 예언
컨퍼런스에서 사역
다비드(David)와 사라(Sara M), 요엘(Yoel J) – 아르헨티나
에반(Evan)과 엘리사(Elisa) – 미국
오르(Or), 베레드(Vered), 아비(Avi) – 아프리카
헤루트(Herut) – 우크라이나

시나이 장벽
1979 년에 이집트와의 평화협정을 대가로 이스라엘은 거대한 시나이 광야를
되돌려 주었습니다. 지난 해 이집트 정부가 전복되면서, 시나이 국경에서 새로운
테러 활동이 관찰되었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비무장지대는 평화협정을
강화시켜주는 완충지대였습니다. 그 완충지대가 이제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국방부는 그 국경을 따라 보안 장벽을 세우는 거대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242 킬로미터의 지극히 험난한 지형입니다. 천 명이 넘는 일군이 이
프로젝트에 고용되었는데, 집중적인 노동일정탓에 아주 견디기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10 월까지 완성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감독인 에란 오피르(Eran Ophir) 대령은 콘크리트, 강철, 가시철조망으로 지어진
튼튼한 장벽은 사실상 뚫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디오트>지 16 면
무사프 샤바트의 글). 이스라엘의 국경이 북쪽으로는 헤즈볼라의 테러로부터,
서쪽으로는 하마스의 테러로부터 또 남쪽으로는 이슬람 형제단의 테러로부터
보호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광야 농장
이스라엘은 농업 혁신에 있어서 리더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 생산 증대와 기아 감퇴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소유한, 전문 농업기술로 국제 시장에
내놓을 채소 재배에 특화된 농장 사업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회 진출을
확장시키고, 현지 경제에 기여하며, 일자리를 창출하고 천연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방법 모색에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나 농업기술훈련, 기도 및 후원 그룹 가입에 관한 정보를 원하시면
다음의 주소로 연락주십시오: desertfarminf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