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세

아셰르의 새 책 <모든 권세 All Authority>가 얼마 전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서문에서:
"저는 영적 권위만큼 오해가 많으면서도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통의 성경 교사들은 권위라는 주제를 다룰 때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은 태생적으로 불균형과 극단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너무 방대한 것이어서 책 한 권으로 충분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이
책은 위임된 영적 권위의 여러 면을 균형 있고 실제적으로 요점 정리하고자
한 노력입니다. 이 책의 본론 부분에 담긴 내용은 아주 압축적입니다. 저는
하루에 한 장(章) 이하로 읽으시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 책이 의도하는 바는 독자의 마음을 바꿔 권위에 대해 좀 더 건강한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시된 원리들은 수십 년간 실생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며, 또한 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 관계에 적용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권위의 목적은 축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 지침서를 공부하여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1 장에서 발췌:

“나에게 있어 예슈아(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자기부인의 행동이자 내가
이제까지 알아온 모든 것에 대한 반역이었다.” 그것은 총체적인 가치관의
반전이었습니다. 바퀴는 360 도를 돌아갔습니다. 반역은 항복이 되었고,
항복은 반역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모든 권위에 대해 반역하는 식으로,
저는 “모든 권위”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제가 자라온 사회, 가족,
철학, 교육, 종교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거슬러”
가야 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이것은 도덕적 반역의 최고 행위였습니다.
마태복음 끝에서 예슈아께서는 권위에 대해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 28:18
이것이 사실이라면 저는 이제까지 권위에 대해 가졌던 모든 생각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모든 권세”가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권위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은 틀린 것이었습니다. 복종 말고는 아무 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진짜 혁명, 반역에 대한 혁명이자 권위에 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왕국 kingdom 이란 한 왕이 권위를 가진 영역입니다. 그 왕의 통치영역입니다.
왕국이란 한 왕의 “통치권역 dominion”입니다. 예슈아께서는 지금 왕으로서
당신의 통치권역이 하늘과 땅을 포함하고 있다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권위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입니다.
예슈아의 권세에 대한 선포는 그 분의 공생애와 “부활 이후” 40 일 동안의
가르침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그 임무를 지속하도록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지상 대명령의 근거입니다:
"…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 (마 28:18-19)
예슈아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고 (눅 19:10; 딤전 1:15),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롬 5:8; 요일 4:9), 마귀의 일을 멸하고 (요일 3:8), 종 됨과
순종의 모범이 되시려는 (마 20:28; 빌 2:5-8)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을 위한 왕국의 권세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기도 합니다
(눅 19:12; 눅 18:37; 빌 2:9-10).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임무를
계속하라고 명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임무를 띠고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은 그 임무를 모든 민족에게 확장시키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임무가
제자들의 임무가 된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의 바울 버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강조하고 있고 (롬 1:17),
베드로는 믿음과 기적을 강조하고 있으며 (막 16:15-18), 누가는 용서와 성령
세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눅 24:49; 행 1:4-5). 그러나 마태 버전은 권세와
제자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슈아께서는 “모든 권세”가 당신께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권위(권세)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 총체적으로 재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웹사이트 www.reviveisrael.org 를 통해 <모든 권세 All Authority> 영문
원서를 구입하실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한국어판은 곧
번역이 시작됩니다. 출간에 관심 있는 출판사에서는
shaulbgo@gmail.com 으로 연락 주십시오.

친밀함의 기름

이 메시지에서 코디는 마태복음 25:1-13 열 처녀 비유를 통해 우리가
예슈아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성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들으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이스라엘 전역에 내린 큰 비
이번 주에 이스라엘은 큰 비를 맞았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20 년 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중부에 가장 많은 비가 내리면서 우기가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75 년 동안 11 월 하순에 이보다 비가 많이 온 것은 단 세
번뿐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24 시간 만에 3.5cm 나 상승했습니다!

일본
이번 주에 저희는, 아리엘 블루멘탈이 몇몇 교회, 그리고 한 곳의 전략적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할 때 동행하며 지원하도록 저희 팀의 지체 중 한
명인 제러마야 Jerimiah 를 일본에 보냈습니다. 여행 중에 은혜가 있도록,
이들이 사역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일본의 신자들이 격려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요한나 처노프 Yohanna Chernoff
-아비바 아케르만 Aviva Akerman
현대 메시아닉 유대교의 어머니
"유대인으로 태어나, 유대인으로 죽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나는
메시아닉 유대교의 선구자 중 한 명인, 남편 마틴 처노프 Martin Chernoff 에
대해 글을 썼습니다. 2014 년 11 월 14 일 요한나는 평온하게 소천하여 그녀의
사랑하는 남편 곁으로 갔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거의 10 년 동안

필라델피아 Philadelphia 에 있는 요한나의 공동체에 출석했습니다. 그 분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마음을 열어주었던
것을 따뜻한 기억이 납니다. 그 분께서단호하게 사랑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던 때조차 감사 드립니다. 요한나의 노래와 가르침은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에 웃음을 넣어주셨네”라는 노래가 돌아가시기
전날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요한나가 주님께 대한 순종의 모범이
되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그렇게 하는 것이 편안하지도 않고 인기 있는 것도
아니었던 60-70 년 대에 그랬던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