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한 제국: 열 가지 재앙, 이슬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셰르 인트레이터

열 가지 재앙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방대하면서 구체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출 4:2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
(출 9:12)과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 때까지 그 일을 실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출 10:1). 바로는 이전의 재앙들이 있는 동안 이미 스스로 마음을 강퍅하게
했습니다. 은혜와 용서의 기회가 주어질 때 마다 바로는 모두 악한 태도로
반응하였습니다. 바로가 자유의지 안에서 마음의 강퍅함이 “충만해졌을”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역사로써 바로의 마음을 강퍅하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막대기를 바닥에
던지라고 하셨고 그 막대기는 뱀이 되었습니다 (출 4:3). 이것은 뱀으로
상징화된 사탄의 세력에 대해 모세가 가진 영적 권세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40 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 동안 이집트는 막대기를 뱀으로
변하게 하고 (출 7:12) 피를 물로 변하게 하는 (출 7:22), 주술적인 우상숭배에
나라의 관료들도 참여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들이

뱀으로 왕관을 만들어 쓸 만큼 주술이 나라에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탄적인 영들을 몰아낼 능력으로 미리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눈에는 눈
장자의 죽음은 최후이자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바로들이 80 년
동안 무고한 아이들을 죽여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출 1:16).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은혜가 선행되지만 또한 언제나 완벽히 공의로운 (다른
이들에게 한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유대인 아이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홀로코스트”의 첫 번째
유형이었는데, 이것은 후에 하만, 헤롯 왕, 나치 그리고 오늘날 이슬람의
지하드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슬람은 무함마드가 모세와
예수를 포함한 성경의 선지자들 가운데 마지막 선지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지하드주의자들은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사도들과 비슷하기 보다는 악한 바로 왕들과 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지하드주의자들은 서구 사회의 타락과 성적 부도덕으로 만연된 죄들을
심판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비난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 17:16-17 을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나 이슬람교도들은 수많은 무고한 소녀들을 강간해
왔고 (성적 부도덕의 한 형태) 살인을 저질렀으며,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이것들 역시 십계명 위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을
스스로 따라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열 가지 재앙 이후,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됩니다. 이 군대는 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이집트 군대는 세 세대에 걸쳐 잔혹한 노예
생활로 억압받아 온 무력한 군중들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의 범죄가 너무도
잔혹했기에 하나님의 심판도 가혹한 것이었습니다.
2 라운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심판을 하는 재판장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공의로운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시
96:13, 98:9; 계 15:4; 19:11). 하나님의 심판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도덕적 정의
2. 은혜를 베푸심
3. 명백한 경고
4. 사법적 절차
5. 선지자들에 대한 도덕적 요구 사항
이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위 5 가지 중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모세의 때에 바로 왕이 다스리던 이집트는 역사상 가장 마귀적인
제국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언서를 보면 그처럼 악한 제국이 다시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훨씬 더 악할 것입니다. 전세계적인 살인, 대학살,
마귀적이고 포악한 제국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집트 탈출 사건은
역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비슷할 것입니다.
[주: 히브리 어원 (ㅉ-ㄹ-ㄹ) צרר은 적그리스도(쪼레르)의 어원과 같고, 대환란
(짜롵)과 같으며 이집트(미쯔라임)과도 같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적인 틀을 제공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리스도인”
-아리 소르코 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처음 신약성경에서 쓰여진 것은 사도행전
11:26 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가르쳤고 많은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새 신자들 혹은 새 제자들이 예슈아를 따르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그리스도인” (메시아닉)이라고 불렸습니다.
“제자들”(마쎄테스)이라는 단어는 “배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바나바 및 다른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인으로서 “도를 따르는 자들” (행
9:2)인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제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이들 새로운 제자들은 원래 이교도였으나
이제 신자가 되어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한편으로 그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이교도인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용어와 관련된 내용이 신약의 다른 두 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28 에서 아그립바 왕은 스스로를 이방인으로 여겼는데, 그가 회심할 뻔 한
것에 대해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16 에서 이 단어는 열방의
많은 순례자들을 일컬었는데, 이들에 대해 베드로전서 2:10 에서 전에는
“백성이 아닌”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용어는 에베소서 2:11-13 의 진리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구별된 정체성을 지닌 채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를 이룬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한 새사람” (메시아의 몸, 혹은 이스라엘 연방국)입니다.

에스겔서 개관- 2 부

2 부에서는, 아셰르가 에스겔서의 마지막 예언적인 장들의 개관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적인 시간표 안에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나눕니다. 영어로 된 영상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