룻 교회론과 에스더 종말론 (2 부)
아셰르 인트레이터
룻기와 에스더서는 실제 역사적 사건들을 기술하고
있지만 예언적 의미를 지닌 비유들로 볼 수도 있습
니다. 룻기는 이스라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한 메시
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룻 교회론”이
라고 부릅니다. 이와 비슷하게 에스더서도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에스더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두 여인의 인생 역정은 이스라엘과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 예언들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에 영향을 줍니다. “룻 교회론”은 “에스더 종말론”
에 이르게 됩니다.

에스더는 메시아의 신부인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인 남
편과 더불어 친밀함과 은혜와 아름다움을 나눕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위기가 닥칩니
다. 에스더는 “이 때를 위하여 왕후로 부름 받았습니다(에 4:14).” 이 “때”는 어떤 때입
니까? 이 때는 전례 없는 국제적 위기의 때입니다. 이 위기는 어떤 위기입니까? 모든
유대인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시도는 하만의 손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에 3:6), 바로의 손
에서도(출 1:16), 헤롯의 손에서도(마 2:16), 마지막 때에도 있습니다(겔 38-39, 슥
13-14). 모든 영적 전쟁은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시도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우리는 나치정권과 이슬람 지하드 모두에서 이런 대학살의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마
지막 때에는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시도가 유대인의 왕 예슈아를 믿거나 이스라엘 민족
을 공공연히 지지하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겨냥하게 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에스더 3:7; 8:1; 9:10, 24에서 하만을 묘사하는 단어는 “쪼레르” ררוצ인데,
이 단어는 보통 현대 히브리어로 “적그리스도”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구약성경에서 “대
환난”에 사용된 단어의 어근입니다. 하만은 다가오는 마지막 때 대 환난의 때의 적그리
스도적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한테서 그녀가 이런 전 세계적 위기 동안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왕에
게 중보할 것을 긴박한 예언의 메시지로 경고를 받습니다. 그녀는 처음에 너무도 강박
적이고 부정적인 메시지처럼 보이는 이 말을 듣기를 주저합니다. 그녀는 심지어 이 위
기에 연루되지 않으려고 변명을 하려고도 하지만, 모르드개는 끈질기게 그녀의 중보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수 년 동안 다가오는 위기와 대 환난이 임박했음에 대해 경고하는 사도적이
고 예언적인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믿는 이들이 관심이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아
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 위기의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는 전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해마다 이곳 이스라엘 현지의
아랍 기독교인들과 메시아닉 유대인들과 함께, 전 세계 동역자들과 기도 용사들에게 인
터넷 생중계되는 “에스더 금식기도” רתסא תינעת를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에 4:16).

많은 이들이 마지막 때를 보는 “에스더 유형의” 관점의 긴박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
니다. 어쩌면 이것이 너무 강박적이고, 너무 부정적이고, 너무 유대적인 것처럼 들릴지
도 모릅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박식하고 예언적으로 분별력 있는 우리 친구들 중 몇 사
람도 이것을 놓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정말로 “룻 교회론”을 이해하는 사람들조차
필연적으로 “에스더 종말론”을 보게 되는 것도 아닌 듯합니다.

어쨌든 이 이야기는 행복한 결말에 이릅니다! 지난한 중보와 환난과 영적 전쟁 후에 온
세계에 영향이 미치는 하나님의 갑작스럽고 기적적인 개입이 있습니다. 대학살의 칙령
은 취소가 됩니다. 악의 세력은 궤멸됩니다(9:17). 역사는 바뀌어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에스더서는 많은 이들이 “유대인이 되거나”(8:17) “스스로 유대인들과 화합했다”(9:27)
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이것은 복음이 편만해지거나, 사람들이 진짜 크리스천이
되거나, 이스라엘을 지지하거나, 기독교의 유대적 뿌리를 이해하거나, 전통 유대교로 개
종하거나,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인들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부를 차지하게 됩니다(8:2, 9:3, 10:3).
모든 민족이 행복해지고, 평화가 충만하며, 잔치가 열립니다. 이것이 지상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부림절은 큰 기쁨의 때입니다. 우리 함께 이 에
스더와 모르드개의 영적 전투로의 초청에 합류하여 마지막 때 큰 승리를 거둡시다.

에스더 금식기도
매년 에스더 금식기도 때 저희는 인터넷으로 종일
생중계하는 예배와 금식과 기도의 성회를 갖습니다.
저희는 2016년 3월 23일 이스라엘 시간으로 오전 8
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중요한 때에 저희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을 대적하는 모든 사악한 궤계를 이기도록 단결하여
일어설 것인데요, 이 때 저희와 함께 하시도록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저희는 히브리어
를

영어로

통역해

드릴

것입니다.

초청

비디오를

보시려면

여기

(https://youtu.be/QDSzoxd-2NM)를 클릭하십시오! (영어)

특별기도 부탁
- 아시아로 파송된 아리엘 비(B)는 이번 주에 중국 에스(S) 지역과 홍콩으로 초단기이
지만 전략적인 사역여행을 떠납니다. 그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
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저희 리바이브 이스라엘 팀의 건강/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이들이
현재 이스라엘에 유행하고 있는 독감 바이러스로 아팠거나 아픕니다.

차세대 안의 견인
이번 주 유발 야나이 형제의 오디오 강의입니다. 들
으시려면

여기

(https://soundcloud.com/revive-israel-media/pull_i
n_the_new_generation_youval_yanay)를 클릭하십시
오! (영어 강의, 프랑스어 통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