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분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당신께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같은 것이지만 훨씬 높습니다.
사 55: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의 질은 우리의 것보다 높습니다. 더 영적이고 더 거룩하며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생각을 갖고 계실 때 성경은 그것을
신비(mystery)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께는 신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모르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를 이해할 때, 성경은 그것을
계시(revelation)라고 말합니다. 계시는 우리가 전에 알지 못하다가 이제는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각들을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 분께는 계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모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 깨달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계시입니다. 그리고는 그게
우리 생각의 일부가 되며 우리 마음 속의 지혜(wisdom)가 됩니다.
엡 1:9 그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엡 1:17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이 당신의 생각을 알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의 생각들을 성경에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성경은 개인이
받은 계시들을 시험해볼 수 있는 궁극적인 권위입니다 - 딤후 3:16; 벧후 1:20).
말씀 연구와 묵상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우리의 1 차적인 수단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두 번째 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신비들, 지혜와 지식은 예슈아
그 분 안에서 발견됩니다(골 2:3).
하나님의 생각은 내면의 말씀이나 그림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가
내면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때, 예언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내면의 그림으로 볼 때, 환상을 받은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한 그림을 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이나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우리는 사실상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할 때는,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상 신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신비를 말함이라
누군가가 그 방언에 대한 통역을 하는 것은, 그 방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입니다. 그 때, 방언은 더 이상 신비인 상태가
아니라 계시가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되거나 선포될 때
그것은 예언과 동일한 것입니다.
고전 14: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사울)은 여기에서 말하기를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예슈아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의 양들은 모두가 다 그 분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요 10:3, 4, 16).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고전 14:31).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계시적인 경험들은 거듭난 신자들에게
표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여기서 가장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하였습니다.

비위 맞추기?!
배경: 오전 6 시, 예루살렘- 베티와 아셰르가 거실에 앉아서 아침 말씀묵상을
하고 있음
베티: 오 노!
아셰르: 여보, 왜 그래요?
베티: 내 성경이 좀 이상해요. 딱 갇힌 것 같아요. 지금 잠언을 쭉 읽고 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셰르: 무슨 말이예요?
베티: 다음 페이지로 넘길 때마다, 계속 똑같은 말이에요. 뭐 이렇죠? 잠언은
다른 말은 할게 없는 건가?
잠언 19:13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 21:9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1:19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5:24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잠언 27:15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아셰르: 여보, 솔로몬은 천명의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마 그래서 꼭 하고픈
말이 있었나 봐요.
베티: (아셰르의 팔을 치며) 당신, 내 성경에 몰래 들어가서 그 구절들을 끼워
넣은 거예요?
아셰르: 주님께서 당신한테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베티: (아셰르를 더 세게 치며)
아셰르: 여보, 당신은 내가 만난 여인 중에서 가장 달콤하고 순종적인 섬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여인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이겠어요?
베티: 오 마이 갓!

주: 잠언은 세 종류의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가장 많은 경고들이
부도덕한 여인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투고 불평하는 부인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현숙한 여인이 나옵니다 (잠언 31 장). 우리는
유대전통을 따라 매 샤밭 저녁마다 우리의 아내들, 딸들, 그리고 자매들과
친구들에게 이 말씀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8 월 강의를 유투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셰르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믿는 자들은 편안한
“베게 문화”안에서 “광야 체험”을 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상의
안일함에서 더욱 분리될 때, 우리는 단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더욱 접근할 수 있습니다.
리바이브 이스라엘이 새로운 동영상을 올릴 때마다 알림 소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투브 페이지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첫 페이지의 인트로
비디오 위에 있는 “구독하기(subscribe)”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유투브는
G 메일(Gmail)을 사용하므로, G 메일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저절로 G 메일
계정을 만들게 되실 겁니다. 구독을 하게 되면, 이메일 계정 설정을 다른
이메일 주소로 바꿀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