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더 금식
열방 각 민족과 방언의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들이 에스더 서의 금식을 따라 하루 동안 금식하며
중보하기로 서약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혼자 기도하셔도 되고, 기도 모임을 후원하셔도 되며,
교회, 메시아닉 공동체 혹은 기도 네트워크를 동원하셔도 됩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에스더 서의 금식은 3 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올해 유대인들의 전통적 금식은 3 월 16 일 수요일
일몰부터 3 월 17 일 목요일 일몰까지의 하루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1. 공중 성경 낭독 – 헌신적 선포 및 예언적 공표의 의미로 다음 세 구절을 크게 읽으십시오.
a. 에스더 3-4 장
b. 스가랴 12:2-3, 6-10; 13:1, 8-9; 14:1-9
c. 로마서 9:1-5; 10:1-2; 11:1-29
2. 금식 – 물만 마시며 일몰부터 일몰까지 최소한 24 시간 합니다(물론 특별한 경우엔
제외됩니다). 갈망함이 있고 능력이 되는 분들은 3 일 내내 에스더 4:16 말씀을 따라
금식하시기를 권면합니다.
3. 기도 – 에스더 서의 주제를 따라 중보하며 7 대 주요 기도 제목을 강조합니다.
a.
b.
c.
d.
e.
f.
g.

무슬림 족속들의 구원
유대 민족의 구원
예슈아를 통한 유대인과 아랍인의 화해
전세계 반유대주의의 영을 속박
이스라엘 내 메시아닉 남은 자들의 강화
이스라엘과 열방 정부 지도자들의 인도
교회가 재림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때 사건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

기도 모임, 교회 혹은 메시아닉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그리고 이번 에스더 중보의 날에 동참하고
싶다면 답장을 클릭하셔서 저희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계속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기
성경은 성령의 영감 아래 있던 사람들이 기록했습니다(딤후 3:16, 벧후 1:20). 그러므로 성경을
읽는 데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인간적, 역사적 배경을 따라 읽는 것과 우주적, 영적
메시지로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쓴 이들은 다양한 인격을 가지고 다양한 세대에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 관점에서만
성경을 읽는다면, 차이만을 보게 되어 구절들이 충돌하는 듯 보일 것입니다. 세속적인 학계에서는
인본적 부분만을 보므로, 완전히 대립되는 내용들이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토라를 구성하는 것은 네 가지 별개의 문서들이며 이사야에만 세 개의 문서가 나타난다고
가르칩니다.

허나 성령의 감동을 이해할수록, 성경의 통일된 주제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저는 30 년 이상
성경을 묵상해 왔습니다. 매년 저는 조각들이 어떻게 그토록 잘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일관된 계획을 구성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실상 하나님께서는 첫 구절을 쓰시기도 전부터 성경 전체의 계획을 마음에 두고 계셨습니다. 현대
액션 소설 작가들은 이야기 속에 여러 하부 구상 sub-plot 을 전개하여, 마지막에 모든 세부
사항이 하나로 맞춰지게 합니다. 조각들이 짜릿하고 놀랍게 마지막에서 불현듯 맞춰지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한 책의 끝에서 다른 책으로 뻗어나가는 하나님 왕국의 계획 속의 하부 구상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보게 되는 그 때, 모든 조각들이 맞아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마지막 단계는 또한 끝에 불현듯 맞아가는 짜릿한 놀라움일 것입니다.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성경에는 완벽한 일관성이 있습니다. 창세기 맨 첫 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시록 끝에서 보는 결말을 염두에 두고 계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서의 이스라엘 역사,
제사장직, 다윗의 왕국에 대한 구절들은 모두 목적을 두고 성경에 쓰여진 것입니다. 이들은
전체적인 영적 계획을 반영하며, 처음엔 안 그래 보여도 결국 모두가 맞아 떨어집니다.
구약 말씀들은 복음서를 위한 기초를 닦습니다. 복음서 메시지의 그림은 율법과 선지서 전체에
드러납니다. 복음서와 구약을 함께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한
한 가지 이유는 율법과 선지서가 복음서에서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허나 예슈아께서는 두 번 오십니다. 구약 구절들 중 재림에 관한 말씀의 성취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도인들에게나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는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예언, 그리고
제사장직에 마지막 때와 예슈아 재림의 모습이 담겨 있는지를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핍박(특별히 유대교인들의 메시아닉 유대인 핍박)은 사울 왕이 왕 예정자인 다윗을
공격하는 모습에 나타납니다. 천년 왕국은 솔로몬의 왕국으로 예표됩니다. 반유대주의와
적그리스도의 악한 정부는 에스더 서의 하만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고대 절기들은
재림에 대한 표적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에스더 금식의 날은 에스더 서가 기원전 5 세기의 역사적 사건을 묘사할 뿐
아니라,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적 비유를 보여준다는 계시에 일정 근거를 두고 계획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을 읽는 우리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미 옛적에 성경에 나타나고
계획되어 기록되었음을 알아 용기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간단한 기도 제목
1. TV 프로그램 – 메시아닉 유대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여전히 방송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방송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2. 하야 Haya TV – 전세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이
채널의 감독들이 보호 받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3. 야드 하쉬모나 – 유다 산기슭에 위치한 이 유일한 메시아닉 키부츠의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그들의 모든 계획(성경 동산, 주택 계획, 산업 단지, 저희와의 동역)이 성공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