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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한  규  형
기도인연합 회장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별을 듣고자, 약속된 성령을 함께 구하고자 2014 재림기도인 연

합 국제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에 주님의 백성 중에는 사도 시대 이래 일찍이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GC 464)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있

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며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1 SM121) 함을 또한 자각합니다. 그 범지역

적인 신앙부흥이 실현될  때를 고대하며 이 시대에 전파되어야 할 기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됨

을 깨닫습니다.   

2천년전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후 메시야에 대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일들이  이루어

졌음을  확신함으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자신들을 굴복시켰듯이 이 시대 우리에게 주

어진 기별의 바른 이해와 그 가운데 나타난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믿음이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

의 백성들로 간절히 기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로 예견된 경건

의 부흥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부흥을 이루게 할 회심과 기도의 정신의 확산

을 위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진정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2007년 미주에서 시작된 연합기도운동은  주님의 재림 전 있을 경건의 부흥의 약속을 붙잡고 시

작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운동은 모여서 기도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있을 예견된 경건의 부흥의 성취를 위한 우리들의 절실한 마음의 표현과 그에 따른 믿음의 행동을 포

함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행동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를 위한 기별 - 세천사의 기별을 필

두로 이 시대를 위한 현대진리의 바른 이해에서 그리고 지상 최대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게 할 우리에

게 주어진 사명의 심각성과 절대성을 깨닫는데서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이 모든 일의 증

인”(눅 24:48) 이 되는 길을 기꺼이 가게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맡겨진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할 사명감을 서로 일깨우기 위하여, 궁극적으로

선악의 대쟁투의  종결을 앞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동역하기 위하여 함께 모인 것입니다.     

이 뜻 깊은 자리에 우리 모두를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여지고 오늘 주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나타날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주위의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지역과 국경을 넘어  땅끝까지 계속되기를 기원합니다. 

2014년 11월 / 센디에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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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이  종  근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장

2014 재림기도인 연합 국제포럼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

시기를 기원합니다. 해를 거듭하면서 작년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성회가 금번 삼육대학교에서 신학

대학원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람됨의 근본이 곧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숨쉬고 호홉하는 것처럼 성

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 5:17)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증언의 기별도 “만일 인간의 구주께서

신적 능력을 소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필요를 느꼈다면,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열렬하고 끊임없는 기도의 필요를 절실히 느껴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가장

심한 시험에 봉착하셨을 때에 그분은 금식하셨다. 그분은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열렬한 기도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굴복함으로 승리자가 되셨다.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

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어떤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위대하신 모본을 따

라야 한다”(2 증언, 202). 

이러한 기별은 각 개인의 기도에 대해서도 하늘의 보증을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로 확증합니다.

“하늘은 다니엘에게 사자를 보내줌으로써 그의 기도에 응답하였다. 이 시대에도 그와 같은 방법으

로 드려진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 우리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부르짓을 큰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는가?... 나는 그대들이 우리 교회와 학교와 기관들을 위한 부담감을 그대의

영혼에 지도록 간청하는 바이다.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통회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우리의 필요는 절박하고 우리의 어려움은 몹시 크므로

우리는 꼭 같이 절실한 목적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믿음으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길 필요가 있

다”(리뷰 엔드 헤럴드, 1897.2.9.).

우리 모두가 다니엘처럼 은총을 크게 입은 사람으로 하늘이 선언한 그런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재림기도인 연합포럼이 더 넓고 깊게 우리들의 기도의 향연으로 발전하고 하나님과 교

회에 큰 유익과 덕을 끼치는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11월 / 삼육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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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国際フォーラムに際して

SDA日本教団総理 島田真澄

今回、祈りのネットワーク主催の国際フォーラムが、「現代の真理」というテーマで韓国の
三育大学で開催されることを聞き大変嬉しく思っています。

セブンスデー・アドベンチスト教会は、その時代に課せられた神の特別なメッセージと使命
を持っている民であり、私たちのアイデンティティを常に認識しているからであります。

真理の民として、このような真理を確認し確信することはとても大事です。そしてしばし
ば集まって共同体としてこのような真理と課せられた使命を再確認する必要があります。

今回の集会が国際的な性格を持つことに関しても嬉しく思っています。言語と文化が違う
国と国、教会と教会が協力してこのような集会を開催することは、アドベンチスト教会が世界
教会として一つの教会であるゆえに非常に望ましい姿だと思います。

今回、参加される方々お一人お一人が、聖霊による感動を受けると共に一つとなる意味あ
る国際フォーラムとなることをお祈りいたします。この集会のために労してくださるすべて
の方々の上に神様の豊かな祝福がありますようお祈りいたします。

국제 포럼에 즈음하여  
시마다 마쓰미
일본연합회장 

이번 기도인연합회 주체 국제 포럼이 [현대진리]란 주제로 한국 삼육대학에서 개최되는 것을 듣

고 대단히 기뻤습니다.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이 시대에 부여된 하나님의 특별한 기별과 사명을 가지고 있으

며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백성으로서 이러한 진리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

주 모여 공동체로서의 이러한 진리와 부과된 사명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집회가 국제

적인 성격을 가진것에 대해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언어와 문화가 틀린 국가와 국가, 교회와 교회

가 협력해 이러한 집회를 가지는 것은 재림교회가 세계교회로서 하나의 교회이기 때문에 매우 바

람직한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집회에 참가하는 한분 한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음과 동시에 하

나가 되는 의미 있는 집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이 집회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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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사  - ‘ 2014 재림기도인연합 국제 포럼 ’을 앞두고

권  오  영
북미주 한인교회 협회장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복잡한 생각과 생활 때문입니다. 기도하려면 단순한 생각, 중심 잡힌

생각이 필요합니다. 단순함, 얼마나 귀한 것인지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적 단순성을 진

정으로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다 더 솔직해지고 보다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 진실

한 단순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쾌활하고 평온하도록 만든다. 이런 것들은 그 모두가 우리의 정결한 눈으로

가까이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단순성이 얼마나 귀

중한가! 누가 이 단순성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단순성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겠다. 단순성

은 복음의 진주이다.” (프랑수아 페네롱)

단순성은 자유이고 이중성은 굴레입니다. 단순성은 기쁨과 조화를, 이중성은 불안과 공포를 가져다 줍

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전 7:29)  옛 쉐이커(Shaker)

의 찬미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하는 선물, 

자유하게 하는 선물, 

그대가 있어야 할 곳으로 내려오는 선물,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 것을 볼 때,

그곳은 사랑과 기쁨의 계곡이다. 

참단순성을 가질 때,

엎드리고 구부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후퇴, 후퇴는 우리의 기쁨이 된다. 

후퇴하고 후퇴하여 결국 완전하게 된다.”

단순성은 내적 초점과의 일치에서 시작합니다. 단순성은 토마스 켈리가 말한 대로 ‘거룩한 중심’을 가지

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저서 ‘마음의 순결은 한 가지에 뜻을 두는 데 있다(Purity

ofHeart Is toWillOneThing)’에서 그리스도인의 단순성의 핵심을 간파하였습니다. 

실제로 거룩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안전에 대한 집착때문에 물질을 숭배합니다. 

이번 포럼이 영성의 희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단순해지는 시간, 하나님이 우리 존

재의 중심으로 돌아오시는 시간,  모든 셈법이 제로(zero)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2014 재림기도인연합 국제포럼”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준비위원회 임원들과 모든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고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기도드리며 그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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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0 경배와 찬양 대학찬양 봉사자 도움: 이국헌

3:00-3:20 개회식 개회식 순서자 진행: 정동춘   

3:20-4:00
발제 I

남대극 진행: 한규형 / 정동춘
성소신학과 현대진리 

4:00-4:20 논찬 I 이국헌

4:20-5:00 발제 II 최휘천   

5:00-5:20 논찬 II 손경상     

5:20-5:40 세미나 I 김일목 진행: 정동춘 / 조경신
현대진리와 종말신앙

5:40-6:00
세미나 II 이상락
요한계시록과 재림신앙

6:00-7:00 저녁식사 주최측 제공

7:00-7:40
발제 III

장병호
현대진리와 남은교회의 사명

7:40-8:00 논찬 III 이학봉  

8:00-8:40 공개 질의 / 그룹토의 진행: 한규형 / 정동춘

8:40-9:00 기도회 준비위원들

9:00 폐회

모든 연합 포럼 2014 순서
발제자
논찬자
세미나 강사

복음서의 종말론

시  간 내  용 담  당 비  고

재림기도인연합 국제포럼 일정표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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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9:00 – 10:30 순서자 아래 참고

10:30 - 11:50 구룹별 토론 분반/ 토론 강목 준비
토론 준비 책임자: 이국헌

PM 12:00 - 1:30 점심 식사 및 휴식 참가자 개인해결

1:30 – 2:10 기도와 신앙 특별 간증

2:10 – 3:30 순서자 아래 참고

3:30 – 5:00 구룹별 토론 분반 / 토론 강목 준비

5:00  – 5:30 연합 기도회

제 1 부: 한미일 좌담회
“현대진리와 이 시대의 연합기도운동”       

제 2 부: 평신도 지도자 좌담회
“현대진리와 마지막시대의 재림 신앙”     

전체 연합 포럼 2014 
순서 참여자 및 임원

시간 (일요일) 순  서 비  고

해외 및 평신도 단체 토의 순서   

◀ 해외 및 평신도 단체 토의 순서자 ▶

제 1 부 :  “현대진리와 이 시대의 연합기도운동” 한미일 좌담회 

사회 : 조경신 / 오후 전체순서 인사 말씀 : 노귀환 / 기도 :  준비위원회 임원 및 기도회원

진행 : 성선제 / 파넬 : 야스이, 오바라, 남대극, 이학봉, 장병호, 한규형, 

제 2 부:  “현대진리와 마지막시대의 재림 신앙” 평신도 지도자 좌담회

기도와 특별 간증 사회 : 준비위원회 임원/기도회원 

사회 : 이봉주 / 기도 : 준비위원회 임원 및 기도회원  / 좌담 진행: 정동춘

파넬 : 김상도, 박재영, 손경상, 이대영, 이충재, 임동국, 조경신   



○ 개회식 순서 

사회 : 정동춘  

첫기도 : 성선제 

환영사 : 이종근/신학대학원 

환영사 : 한규형/기도인연합

환영사 : 김대성/한국연합회 

끝기도 : 노귀환   

광고 및 안내 : 홍보분과  

○ 포럼 전후 순서

2014년 11월 14 일 (금) -15일(안)  삼육대학교 인근교회 방문 및 말씀     

2014년 11 월 16 일 (일) 해외 및 평신도 단체 토의 순서 

○ 순서 참여자

한국 : 김대성, 김상도, 김수호, 김일목, 남대극, 박재영, 성선제, 손경상, 이국헌, 

이봉주, 이상락, 이학봉, 이충재, 장병호, 조경신

미국 : 노귀환, 류복례, 정동춘, 최휘천, 한규형   

일본 : 김수호, 성선제, 야스이 마쓰야, 오바라 노조무

기관 : 삼육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도인연합 및 평신도 단체 임원   

○ 포럼 집회 준비위원

코오디네이터: 이학봉, 김일목

위원장 : 한규형  /  서기: 손경상  /  위원 : 남대극, 노귀환, 성선제, 손경상, 이국헌, 이봉주, 

이상락,  이학봉, 장병호, 정동춘, 조경신,  최휘천, 한규형, 홍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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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진리와 남은자손의 기별 

조지 나이트 (앤드류스대학 명예교수)  
George R. Knight  / Professor Emeritus of Church History, Andrews University 

현대진리는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벧후1:12절에서 찾은 개념이다.  밀러주의

자들은 그 단어를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언급할때 사용했다. 조셉 베이츠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와 함

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 교회의 창시자) 는 1847년 1월 처음으로 제칠일 안식일에 적용하였다. 각

다른 시기에 그는 현대진리의 개념을 넓혀 요한계시록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모두 포함시켰다.

현대진리는 1844년 10월 이후 발견된 안식일 진리, 성소진리,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개념들이었다.  

1849 년 제임스 화이트는“이미 있는 진리에 서는 것”을 말하는 베드로후서1:12절을 인용한 후

“베드로가 살던 시대에 현대진리, 당시에 적용된 진리가 있었다.  교회는 언제나 그 시대에 적용되

는 현대진리를 가지고 있다.  지금의 현대진리는 환난의 시기를 앞둔 우리들의 현재의 의무와 바른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현대진리의 내용에 관해 베이츠와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요한 계시록 14장의 첫째와 둘째 천사의 경고는 발하여졌다.  이제  셋째 천

사의 음성이 들려져야 할 때이다.

제임스 화이트가  제칠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의 첫 정기간행물 이름을 현대진리라 한것은  우연

한 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내와 베이츠와 함께, 예수님의 재림 전 하나님의 마지막 날 현대

진리를 온 세상에 전할 마지막 시대의 특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을 믿었다. 현대진리

의 핵심은 계시록 14:6-12절의 세 천사의 기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그 진리의 핵심을

잘못된 운동들 (계 18:1-4) 로부터 불러내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계 14:12) 무리

들과 함께 하나님의 최후의 날에 남은자들 가운데 전해질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자손의 기별로 보

게 되었다. 

예수님의 재림(계 14:14-20)은 세천사의 기별 바로 후에 있다. 화잇 부인이 반복적으로 세천사의

기별을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로 언급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초기 재

림신자들은 남은 자손 기별의 핵심 사항으로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할 필요에 촛점을 맞추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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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880년대 후반에 엘렌 화이트, 알론조 T. 존스, 그리고 엘렛 J. 와그너는 계시록 14:12절의 "예수

의 믿음"에 촛점을 두고 예수안의 믿음을 갖는것에 현대진리의 참 핵심사항으로 중점을 두게 되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로 얻는 구원이 중심이 되었다. 안식일 지키는 것과 그외 다른 문제들은

이미 예수님과의 구원의 관계를 이룬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되었다. 그리하

여 마지막 시대 남은자손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계 14:12)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

다. 그 기별은 예수님이 하늘 구름가운데 나타나실(계 14:20) 때까지 외쳐져야 할 것이었다.  

현대 재림기별에 존재하는 큰 유혹들 중 하나는 역사속에서 그 기별이 차지할 자리를 잊고,  계

시록14장의 현대진리를 잊고, 나아갈 길을 잃는 것이다. 이번 재림성도들에게 현대진리를 다시 알

릴 재림기도인연합 국제포럼 2014가 한국에서 개최됨을 감사드린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전파되어야 할 이 특별한 기별을 잊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마귀는 교회가 곁

길로 빠지도록 온갖 노력을 다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제칠일 안식일 진리가 지구 역사의 마지막 장

에 들어서는 이때 기도와 신실한 믿음은 반드시 같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다.    

Article for Adventist Prayer Forum 2014  

Present Truth and the Remnant Message

George R. Knight 
Professor Emeritus of Church History, Andrews University    

“Present Truth” is a concept that the pioneer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picked up from 2 Peter 1:12. The Millerites had employed it to refer to the imminent return of
Jesus.1 Joseph Bates (founder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along with James and
Ellen White) applied it to the seventh-day Sabbath as early as January 1847.2 At other times
he expanded the concept to include the entire third angel’s message of Revelation 14.3 Pres-
ent truth was the Sabbath, the sanctuary, and related concepts that the Sabbath-keeping
Adventists had discovered since October 1844.
James White in 1849, after quoting 2 Peter 1:12, which speaks of being “established in

the PRESENT TRUTH,” wrote that “in Peter’s time there was present truth, or truth applicable
to that present time. The Church [has] ever had a present truth. The present truth now, is that
which shows present duty, and the right position for us who are about to witness the time of
trouble.”4 He definitely agreed with Bates on the content of present truth. The first two ang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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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velation 14 had sounded. Now it was time for the third.5
It was no accident that James White named the first Seventh-day Adventist periodical

Present Truth. He, along with his wife and Bates, came to believe that God had raised up a
special people at the end of time to present God’s last-day present truth to all the world be-
fore the coming of Jesus. The core of that present truth centered on the three angel’s mes-
sages of Revelation 14:6-12. They came to see that as God’s last “remnant” message to that
part of God’s last day remnant that still needed to be called out of false movements (Rev.
18:1-4) and into fellowship with those wh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the faith of
Jesus” (Rev. 14:12).
Immediately after the three angels’ messages is the second coming of Jesus (Rev. 14:14-

20). It was no accident that Ellen White repeatedly referred to the third angel’s message as
God’s last message of mercy to the world. The earliest Adventists focused on the need to
keep the seventh-day Sabbath as the heart of the remnant message. But by the late 1880s
Ellen White, Alonzo T. Jones, and Ellet J. Waggoner, were focusing on “the faith of Jesus”
part of Revelation 14:12 and had begun to put forth saving faith in Jesus as the true heart of
present truth.6
Salvation by grace through faith had become central. Keeping the Sabbath and other is-

sues were viewed as a part of the faith response of those who already had a saving relation-
ship with Jesus. Thus the last day remnant message included both the commandments of
God and faith in Jesus (Rev. 14:12). That message was to be proclaimed right up to the time
that Jesus appears in the clouds of heaven (Rev. 14:20).
One of the great temptations of modern Adventism is that it will forget its place in history,

will forget the present truth of Revelation 14, and will lose its way.7 I am grateful that the Ad-
ventist Prayer Forum 2014 will be held in Korea, reminding Adventists of the present truth.
We need to pray on a regular basis that Adventism will not forget the special message that
needs to be preached to all the world (Rev. 14:6) before Jesus comes. The devil will do all
he can to sidetrack the church. As a result, prayer and faithfulness must go hand in hand as
the Seventh-day Adventism moves into the final days of earth’s history. 

Notes
1. Midnight Cry, Aug. 24, 1843, p. 8. 

2. Joseph Bates, The Seventh Day Sabbath, a Perpetual Sign, 2d ed. (New Bedford, Mass.: Benjamin Lindsey, 1847), p. iii. 

3. Joseph Bates, A Seal of the Living God (New Bedford, Mass.: Benjamin Lindsey, 1849), p. 17. 

4. Present Truth, July 1849, p. 1. 

5. Ibid. 

6. Ellen G. White, Manuscript 8a, 1888. 

7. See George R. Knight, The Apocalyptic Vision and the Neutering of Adventism, rev. ed.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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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진리를 찾는 포럼을 위한 기도 

존 폴린 (로마린다 대학 종교대학 학장) 
Jonathan Paulien / Dean, School of Religion, Loma Linda University

제칠일 안식일 재림교인으로서, 우리는 역사를 우리의 시간안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

는 방법으로 아주 가치있게 생각합니다 (각시대의 대쟁투의 중요한 주제임). 우리는 과거에 헛되이 잃

어버린 많은 신앙운동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보면서, 우리는 아직도 신앙의 바른 여정에 있음을 다행으

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많은 신앙운동들의 실패했던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칫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자신감은 아닌지 의아해 하기도 합니

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역사에서 배운 교훈을 적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것인지요?

초기교회 역사를 보면 신앙에 어떤 변질의 패턴을 볼수 있습니다. 4세기까지, 초기 기독교는  여

러가지 교리적 손실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역사학자 제임스 D.G Dunn ( The Partings of

theWays, 243~258)이 주목한바와 같이, 기독교의 교리적 손실은 유대신앙과 기독신앙 사이의 상

호 적대감에 의해 촉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적대감 때문에, 양쪽이 처음에 공유했던 같은 견해에서

서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종교는 각자의 “정통신앙”으로 발전해 가면서, 서로에게 반대되는

신앙적 견해를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신앙의 정체성의 중심은 아주 서로 다르게 정의되

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자신들이 유대주의와 다르다고 증명해야 할 이유밖에는 안식일을 포기할

심각한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유대주의는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경시해야 할 이유가 다른 사람

들이 유대주의를 기독교와 혼동할지 모른다는 이유밖에는 없었습니다. 메시야는 기독 신앙의 가장

중심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두 종교가 갈라질 때, 둘 다 무엇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기독

교가 유대교와 갈라질 때, 정통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포기했을 뿐 아니라, 구약에 대한 일반적 무

지와 신약의 제한적 사용을 조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럼므로, 오늘날 기독교는 더 이상 과거의 기독

교도 아니고, 더 낫게 될수 있을 뻔 했던 기독교도 아닙니다. 유대주의와 맞대하여 자체의 정체성을

발전해 가는데, 기독교는 초기 기독신앙이 가지고 있었던 건강한 신앙 유산의 한 구성요소로 부터

스스로 담을 쌓았습니다. 3세기부터 6세기 까지의 기독교는 그전과 같은 기독교가 아니라, 어떤 종

류의 개혁을 위해 숙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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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숙고해 보겠습니다. 종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변질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가 “자유적인” 방식으로 기울어져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익숙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적 신앙의 여러가지 측면을 점점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더 미묘한 형태의 “변질”도 있습니다. 그것은 더 “보수적인” 종류로 “흑백논리” 적 사고방식의

형태입니다. 우리는 자신과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건강한 상호교통으로 부터 벽을 쌓아가며 스

스로를 더욱 더 엄밀하고 정확하게 규정 짖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현실과 더욱 멀어지고

더 편협한 믿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러한 형태의 변질은 다른 형태보다 더 위험합

니다. 왜냐하면 이런 신앙이 보기엔 더 신실하고 옳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주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경우를 1988년에 일어난  와그너와 존스에 대한 대항에서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종교가 쇠퇴해 가는 경향성은 엔트로피 (균질성)와 같이 자연스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

무도 눈치채지 못할때 가장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인 “부흥과 개혁”의 필요가 있게 됩니다.

하지만 더 보수적인 형태의 변질에서는, “부흥과 개혁” 그 자체가 더 편협하고 완고해져서 거꾸로

변화하려는 시도자체를 더 어렵게 되도록 뒤틀어 질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안에 있는

이런 저런 구룹을 치려고 의미하는 말은 아닙니다. 저의 주요 관심은 “자유주의적”이거나 “보수주

의적”인 쇠퇴나 “변질”은 우리가 숨쉬는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결정적으로 중요한데, 목적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종류의 기도, 즉 자신

을 신뢰하지 않음에 근거한 기도가 중요합니다.  

예레미아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

는” 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묘사한 문제는 자기기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기만적입니다. 나

의 마음도 기만적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너무 기만적이어서 얼마나 우리가 기만을 당하

고 있는지 조차 모릅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지나치리만큼 사악하고 기만적이라면, 우리는 기도

할 때 우리의 선입견과 편견을 기도의 제단에 내어 놓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부흥과 개혁은 우리

가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자신의 의견까지 포함한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을 때에만 올것입니다.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 2장 14 절에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

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

함이니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은 어떤 댓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로 나온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려는데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생명과 가족과 친구와 명성을 댓가로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기  원하십니까? 어

떤 값을 치루더라도 진리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받게될 것입니다. 기꺼이 배우기 원하는 사람에

게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진리가 찾아지도록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석하는 포럼에서 이 마지막

때의 현대진리를 찾으셔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그러한 기

도에로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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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for Adventist Prayer Forum 2014 

Jonathan Paulien (Dean, School of Religion, Loma Linda University)

As Seventh-day Adventists, we value the importance of history as a way to understand
God’s purpose for our own time (note the central theme of the Book The Great Controversy).
We compare ourselves with past movements that lost their way and are comforted that we
are still on course. It is comforting to think that we will not repeat the mistakes of history. But I
wonder if our confidence is not sometimes misplaced. Are we are as ready to apply the les-
sons of history to our own frailties and shortcomings as we are to those of others?  

When we look at early church history, we notice a pattern of apostasy. By the fourth cen-
tury, early Christianity had suffered a number of doctrinal losses. As noted by historian
James D. G. Dunn (The Partings of the Ways, 243-258), these losses were to a large degree
precipitated by an increasing and mutual hostility between Judaism and Christianity. Due to
that hostility, both sides pulled back from positions that the two sides had held in common at
the beginning. As both religions developed respective “orthodoxies,” positions hardened
against each other. The core of each faith’s identity was defined as distinct from the other. 

Christianity, for example, had no serious reason to give up the Sabbath, except to
demonstrate that it was distinct from Judaism. Judaism had no reason to downplay the sub-
ject of the Messiah, except that others might confuse Judaism with Christianity, which made
the Messiah a central part of its confession of faith. When religions split apart, both tend to
lost something. After the breakup with Judaism the resulting Christian orthodoxy not only
gave up the Sabbath, it has fostered within Christianity a general ignorance of the Old Testa-
ment and a very narrow and selective use of the New. Christianity today, therefore, is not
what it once was or what it could have been. In developing its identity over against Judaism,
it walled itself off from elements of its own heritage that were a healthy component at an ear-
lier period. The Christianity of the third through the sixth centuries was not what it once was.
It was ripe for some sort of reformation. 

Let me reflect a bit further on the above. Religions can decline in more than one way. We
are accustomed to the idea of "liberal" decline. People over time take various aspects of a
historic faith less and less seriously. But there is a more subtle form of "apostasy." It is the
"conservative" type, the more "black and white" mentality. We define ourselves more and
more exactly, in the process walling ourselves off from healthy interaction with those who dis-
agree. We end up hardening in a more narrow faith that over time becomes less and les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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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ch with reality. In a way, this type of apostasy is more dangerous than the other because
it seems so faithful and right. Within Adventism, it was clearly witnessed in the opposition to
Waggoner and Jones in 1888.

The trend toward religious decline is a natural one, like entropy. It is most dangerous
when no one notices. Thus there is a continual need for “revival and reformation.” But in the
more conservative type of decline, “revival and reformation” can be twisted into a further
narrowing and hardening, exacerbating the very process it attempts to reverse. I mean here
no slap against one group or another in the church today. My primary concern is to note that
whether one is “liberal” or “conservative” religious decline or “apostasy” is as natural as
breathing. Hence the critical importance of prayer, and not just prayer but a special kind of
prayer, one that is grounded in self-distrust.   

Jeremiah 17:9 tells us, “The heart is deceitful above all things and beyond cure. Who can
understand it?” (Jer 17:9) The problem described here is self-deception. Your heart is de-
ceitful. My heart is deceitful. In fact, our hearts are so deceitful we don’t even realize how
much we are deceived. If human hearts are exceedingly wicked and deceptive, then we
need to lay our pre-conceived opinions, our prejudices, at the altar when we pray. Genuine
revival and reformation only comes when self is laid aside, including the opinions that we
cherish more than anything. As Paul said in 1 Corinthians 2:14, “The man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 from the Spirit of God, for they are foolishness to him,
and he cannot understand them, because they are spiritually discerned.”  True knowledge
of God comes from a willingness to receive the truth from God no matter what it costs.
Knowledge of God can cost you your life, your family, your friends, and your reputation. So
how badly do you really want to know God? If you want the truth no matter what the cost,
you will receive it. God is willing for you to find the truth if you are willing to be taught.  I wish
that the forum you are attending today help you find the truth�the present truth in this end
time, leading you to want to know God more.  Today I invite you to pray that kind of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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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진리 연구 포럼 세미나를 맞이하면서

김  상  도
2014 재림기도인연합 국제포럼 준비위원     

내가 어렸을 때, 곧 일제 말과 공산 국가에서 살아오던 신자들은 말씀 연구에 많은 시간들을 보

냈다. 사경회도 최소한 일주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저녁 7시부터 9시, 그리고 새벽 기도회 1시간

등 그야 말로 교회에서 거의 생활했다. 교회에서 점심 먹고 때로는 저녁까지 먹으면서 성도의 교제

를 나누었다. 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구했는데 어렸지만 성령의 뜨거움을 너무 많이 경험했으

며 많은 눈물을 흘리었다. 그 시절이 지금도 너무나 그립다. 또 다시 그런 시간이 왔으면... 간절히

바랄 뿐이다. 

우리는 재림 신도들이다. 한 때 재림 신자들은 머리에는 성경절로 가득찼고 주머니에는 전도지

로 가득찼으며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재림교인들의 독점물이었다라는 말이 우리 재림신자들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호주머니에는 전도지 한 장이 없으며 다니엘서와 계

시록은 거의 알지 못하며 머리는 거의 비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분명 지구 역사의 맨 마지막에 처

해 있다. 우리는 시간을 알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취된 예언들 또는 성취되고

있는 예언들의 증거물들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언된 그대로 성취된 수많은 예언들을 바라보면

서 우리는 남아 있는 불과 몇 개의 예언들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확신한다. “신앙의 모든 유익점들

을 가지고 있는 우리[신자들]는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훤씬 더 많이 알아야 한다.”[T.M. 116] 

“Ministers and people are unprepared for the time in which they live, and nearly all

whoprofesstobelievepresenttruthareunpreparedtounderstandtheworkofpreparation

for this time”[1T. 466] “목사들과 백성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 준비되지 못하였다. 현

대 진리를 믿는다고 자처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때를 위해 준비하는 사업을 이해하는데 준비되

지 못하였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나 최첨단을 달리는 과학자들도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

어날는지 짐작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예언 연구를 통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

날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각 시대의 대쟁투 영문 594,와 598쪽에는 아래와 같이 기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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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uture is opened us as plainly as it was opened to the disciples by the Words of

Christ. TheeventsconnectedwiththeCloseofProbationandthepreparationfortheTime

of Trouble, are clearly presented.”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분명하게 펼쳐진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래가 분명하게 펼쳐져 있다. 은혜의 시기의 끝과 환난을 위한 준비와 관련된

사건들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

들에게 설명하셨다... 그러나 저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들은 저들의 뇌리에서 사라졌다. 그리

하여 시련의 때가 이르러 왔을 때에 저들은 아무런 준비도 없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마치 주께서

저들에게 미리 경고하시지 않은 것처럼 저들의 희망을 아주 깨뜨려 버렸다.” 저들이 예수님께서 주

신 경고에 유의 했더라면 그렇게 쉽게 주님을 부인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1956년도에 나는 군에 입대하라는 영장을 받았다. 그 당시 재림 천년들은 거의 다 생명을 내 놓

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집총을 하지 않고 의무병으로 봉사하기를 요청했다. 그것은 쉬운 일

이 아니었다. 그 당시 한국에 있는 형무소마다 재림 청년들이 수감되어 있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부산 형무소, 논산 형무소, 춘천 형무소, 안양 형무소, 마포형무소등, 수백명의 재림 청년

들이 안식일 문제와 집총 거부로 형무소 생활을 하였다. 어떤 청년들은 5년을 선고 받았으며 어떤

이들은 구타당하여 팔이 부러지고 척추가 상했으며, 어떤 이들은 추운 겨울에 찬 물을 채운 드럼 통

에 던짐을 받기도 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나는 영장을 받았다.

나는 이때에 호남 삼육 고등학교의 영어 교사로 있었다. 그때에 3개월 후 논산 훈련소에 입소하

라는 징집영장을 받았다. 나는 각종 시련을 겪으면서 형무소 생활에서 제대한 몇 명의 우리 선배들

을 찾아가 오랜 시간 동안 경험을 들은 후 굳게 서기로 결심했다. 나는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었다.

그리고 영어 선생이었으나 하루의 일과를 마칠 때마다 신실한 두 학생을 지명하여 나를 위해 기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30여명의 학생들은 다 무릎을 굻고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 결과 나는 신앙을

타협하기 보다는 차라리 죽기로 굳게 결심했다. 드디어 3개월 이후 논산 훈련소에 입대했을 때에

그 때부터 시련이 시작됐다. 

매일 달라지는 훈련장에서 나는 안식일 교인임을 이야기 하고 집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로 인해 당한 고통은 다 표현할 길 없다. 내가 군에 입대할 때에 군에서 안식일 문제와 집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야곱의 환난 못지 않다는 말을 여러 번 들었다. 그러나 하루 일과가 끝나고 막사에

돌아와 취침할 때마다, 야곱의 환난이 이렇게 쉽다면 아무 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건 시련과 고통이 가벼워서가 아니고 죽음을 각오한 나에게는 어떤 시련도 문제되지 않았기 때문

이다.

우리 앞에 놓인 환난의 때에도 그리될 것이다. 지금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다가올 환난이

어렵지 아니하나 준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포에 휩싸여 다 떨어져 나갈 것이다.

준비의 과정에 있어서 주의 종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 “성경을 연구하라,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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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해보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라, 그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대가 보다 높

이 그리고 보다 거룩한 상태에 오르지 않는 한 그대는 주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하지 못할 것이

다.“[증언 5권 717] 

“TheLord desired that every soulwho claims to believe the truth shall have an intel-

ligent knowledge of what is the truth.”[Evangelism 358-359] “주님께서는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모든 영혼들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관한 지적 지식을 갖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성경 연

구를 위해 좀 더 많은 시간을 내자. 우리는 마땅히 알아야 하리만큼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

다.”[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113] 

“저녁이나 아침에 소수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을 여구하자. 적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성

경을 연구하라. 이와 같이 함으로 그대들은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곳에

함께 할 것이고 그대들이 생명의 떡으로 배부를 때에 영적인 활기와 힘을 얻게 될 것이다.[1900년

편지 2호]

“우리의 신자들 중 대부분은 얼마나 든든한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웠는지 알지 못한다, 나

의 남편, 죠셉 베이스 목사, 피얼슨 아버지, 하이룸 엣슨 목사 및 그 외 초기 지도자들은 통찰력이 예

민하고 인격이 고상하며 진실한 인물들로서 저들은 1844년 시련기를 겪은 후에 마치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였다. 나는 저들과 접촉하였으며 우리는 함께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남아 있을 때가 있었으며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빛을 받기 위해 기도하

였고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 형제들은 모이고 또 모여서 함께 성경을 연구하였으며 진리의 깊은 뜻

을 이해하기 위하여, 능력 있게 진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거듭 거듭 기도하였으며 연구하였다.”[기별

1권 258-259]

“우리는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 보다 나은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종종 금식하였다. 열렬한 기도

를 드린 후에도 어떤 점이 이해되지 않는 때에는 그것을 다시 의논하면서 각자는 자유롭게 그 자신

의 의견을 표현하였다. 그 다음 우리는 다시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였다 ... 많은 눈물들을 흘리었

다.”[목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24]  

우리들도 우리의 선구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그리고 열렬히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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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신학과 현대진리”에 대한 논찬

이국헌 (삼육대학교, 교회사)

평생을 구약학자로 살아오신 남대극 박사님의 사려 깊은 발표 자료에 대하여 논찬을 한다는 것

은 매우 큰 부담이면서 특권입니다. 이 논찬 자료는 박사님께서 연구하여 정리하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요점적으로 축약하여 청중들로 하여금 발표자의 의도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

한 것입니다. 아울러 발표 후의 토의를 위해 몇 가지 관련 질문들을 제시해 보려는 것입니다.

1. 요약 및 논찬

남대극 박사님께서는 성소신학이야 말로 재림교회가 깨닫고 발전시켜 온 현대진리, 즉 현재의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소신

학이 가지는 3 가지의 의의를 범주화하였습니다. 성소신학을 이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

써 재림교회 안에서 이 신학이 가지는 중요성과 현재의 진리의 위치를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

고 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재림교회 안에서 성소신학은 1) 재림신학의 초석이고, 2) 현대진

리의 정점이며, 3) 심판교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첫째, 성소신학은 재림신학의 초석(礎石)이 된다는 것입니다. 재림교회는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

동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운동이 실패한 이후에 형성된 재림교회의 재림신학은 밀러의 해석이

실패한 부분, 즉 “성소 정결”의 의미를 분명하게 해석함으로써 대실망을 극복하고 재림운동을 지속

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재림신학은 “성소정결”의 의미를 구체화하고 하늘성소 및 그 봉

사를 중심으로 한 성소신학을 발전시킴으로써 재림운동의 위기를 극복하였기 때문에 성소신학은

재림신학의 초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소신학은 안식일 신학과 더불어 재림신학의 두 기

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거룩한 시간을 강조하듯 성소는 거룩한 장소를

강조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렌 화잇이 영감의 글에서 “성소 이해의 중요성”을 강조한

내용들을 제시함으로써 재림신학에 있어서 성소신학의 위치를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

어 발표자는 성소 문제가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난해한 것이라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성소신학

을 둘러싸고 있는 재림교회의 신학적 논쟁점들을 암시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로이 아담스의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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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의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여러 발전된 성소에 대한 이해가 본 발

표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토론 과정에서 다뤄지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성소신학은 현대진리의 정점(頂點)이 된다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우선 “현대진리”(present

truth)로 번역된 단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개념은 “현재의 진리,” “현존하는 진리,” “현재 가지

고 있는 진리” 등의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고유명사로 이미 정착된 단어이기 때문에

현대진리로 설명하는 것으로 용어적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발표 내용에서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진리들을 정통적인 이해에 따라서 8 가지 범주로 제시해 주고 있으며, 그 중에서 성소

와 관련된 내용들, 즉 “성소 정결 및 조사심판”과 “하늘 송서 봉사의 의미”는 재림교회 현대진리의

정점이자 최고봉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남박사님은 재림교회의 현대진리를 피라미드 구조로

소개하면서 현대진리의 원칙(대쟁투사관, 예언의 선물), 사명(안식일, 임박한 재림), 특징(조건적 불

멸, 세 천사의 기별)과 더불어 그 정점에 성소신학(성소 정결과 조사심판, 하늘 성소 봉사의 의미)이

있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소진리는 재림교회 현대진리에 있어서 모든 진리를

아우르면서 최종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진리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성소신학은 심판교리의 중심(中心)이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교리는 재림교회 성소신학

에서 가장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성소신학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심판의

교리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본 발표자료 역시 심판의 교리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심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신학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면서 심판이 간과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균형진 속성에서 심판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성경적 내용들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제시된 성경절들을 통해서 보편적 심판의 필요성

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심판의 필요성에 따라서 성경에서 계시된 3 가지 국면의

심판을 정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1) 재림전 조사심판, 2) 재림후 천년심판, 3) 천년 후 소멸심판

입니다.

재림전 조사심판에서는 심리가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진

행되며, 성도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며, 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

습니다. 이 심판은 2300주야의 예언이 마쳐진 이후에 진행됩니다. 재림후 천년심판은 천년기간 동

안에 하늘에서 악인의 행위를 심사하고 형벌을 결정하는 심판, 즉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았

습니다. 그리고 천년후 재림심판은 천년기가 끝나고 난 후 악의 세력들에게 최종적인 집행이 이루

어지는 심판으로 사탄과 그의 천사들이 소멸되고 악과 죄가 소멸되는 심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3 국면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악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기 위한 사랑과 공의의 사역임을 제시하면서, 심판의 결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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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내용

발표자는 재림교회 신학에서 성소신학은 현대진리를 대표하는 정점의 신학이기 때문에 이 신학

의 발전과 심화, 그리고 전파가 21세기 재림교회의 명운(命運)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성소신학이 재림교회의 현재의 진리로서 중심 신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제시한 몇 가지 신학적 과제들을 좀 더 심화시

키는 것입니다. 

첫째, 하늘성소의 실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 들어서서 재림교회는 하늘성소의 실재에 대한 좀 더 깊은 신학적 논의를 전개하기 시

작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상성소가 하늘성소의 모형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지상의 성

막의 확대된 형태의 장대한 성소가 하늘에 물리적으로 실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계시록 1

장에서 예수께서 일곱 촛대를 거니시는 계시의 장면은 하늘성소의 물리적 실재를 설명해주는 성경

적 근거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가 물리적인 실재로 존재한다면 지상의 성막과

성전에서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이 하늘에도 다 있어야 하는 문제, 번제단으로 상징된 갈보리가 물

리적 실재로서의 대응물이 아니었다는 문제가 신학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출

25:9의 “하늘의 식양(tabnit),” 히 8:5의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tupos)”의 의미와 더불어 하늘성

소의 실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역사적 논의를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이람 에드슨과 크로지어의 연구에서 예수의 하늘성소 사역은 두 국면으로 나눠졌습니다. 첫째

국면은 예수께서 하늘성소의 첫째 칸인 성소에서의 중보 사역으로 부활 후 1844년까지 진행된 사역

입니다. 둘째 국면은 2300주야가 마쳐지는 1844년 이후 예수께서 하늘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

서의 심판 사역입니다. 이런 회화적인 이해로 인해 재림교인들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약 1800년

동안 하늘성소의 첫째 칸에 계시다가 1844년 이후에 비로소 둘째 칸으로 들어가셨다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발렌저는 이 문제로 논란을 제시해 재림교회 성소신학의 발전에 원인을 제

공하기도 했습니다. 논의의 중심은 히 6:19,20에 나타난 “휘장 안”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어 있습니

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셨느니라” 이 구절에 등장하는 “휘장 안”(paroket)은 첫째 칸인지 둘째 칸인지?, 예수께서 하늘 지

성소에 처음 들어가신 때는 언제인지?, 히 9:3-4의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금 향로와 …

언약궤가 있고”라는 구절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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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1844년 이후에 예수께서 지성소에서 하시는 일, 즉 “재림전 조사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판이 진행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조사심판 개념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 재림교회 초기 지도자들은 그 심판이 죄의 도말을 위한 것,

즉 성소와 성도들에 대한 정화작업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이런 개념에서 조사심판(investigative

judgment)이라는 용어가 자연스럽게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화잇이 사용한 조사심판 개

념은 다니엘 7장에서 “작은 뿔”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게 되는 것으로 확대되면서 재림전 심판, 혹

은 재림전 조사심판의 개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발표 자료에는 재림전 조사심판이 심리 심판, 즉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며, 성도를 옹호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옹호하며, 죄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진다”고 정리해 주셨는데, 작은 뿔과 같이 특별히 적그리스도에 대한 심판이 재

림전 조사심판에 포함된다면 그 심판의 범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에 대한 좀 더 세부적인 정

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핵심 신학 중의 하나인 성소신학과 관련해 제기되는 이러한 질문들은 발렌저 이후

브린스미스, 데스몬드 포드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한 보다 분

명한 이해를 통해 성소신학을 심화시키고, 그 심화된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친다면 재림교회

는 마지막 남은교회로서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더 큰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귀중한 발

표와 토의 시간을 토대로 재림교회 신학의 정수 중 하나인 성소신학이 더 심화되어 재림교인들을

준비시키고, 그로 인해 역사의 궁극적 목적인 예수의 재림이 실현되기를 기대하면서 논찬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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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와 종말론

崔暉天 (앤드류스 신학대학)

본문: 마가복음 13:1-37  

총 주제: 세상의 종말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동일한 방법으로 올 것이다. 

서론: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을 함께 다루신다. 일부 학자

들은 그 이유를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과 세상의 끝을 두 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던진 제 4절

에서 찾는다. 즉 제자들이 두 질문을 동시에 하는 바람에 이에 대한 답변을 몰아서 한꺼번에 주셨다

는 것이다. 하지만 막 13장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이 이론은 별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종말론을, 일차는 예루살렘의 멸망 이차는 세상의 종말, 이런 방식으로 두 번에 나누어서

다루시지 않고 두 주제를 한꺼번에 섞어서 다루시고 계시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5-8절에서 다음

과 같이 말씀하신다. 

" 5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6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

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7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

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8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가복음 13:5-8) 1

이 말씀은 마가복음 13장의 맥락에서 볼 때 예루살렘 멸망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역시 세상 종

말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런 복합적 수사형식은 무엇을 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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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문

1 5そこで、イエスは話しはじめられた、「人に惑わされないように気をつけなさい。 6多くの者がわたしの名を名
のって現れ、自分がそれだと言って、多くの人を惑わすであろう。 7また、戦争と戦争のうわさとを聞くときに
も、あわてるな。それは起らねばならないが、まだ終りではない。 8 民は民に、国は国に敵対して立ち上がるで
あろう。またあちこちに地震があり、またききんが起るであろう。これらは産みの苦しみの初めである。 



I. 종말에 대한 전체적 윤곽

A.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 세상의 전체 역사를 상징한다.  세상의 종말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

루살렘의 멸망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원인과 원리를 밝히 깨달아 아는 것이 현명하다. 

B. 예루살렘은 그 성을 지키시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감으로 멸망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을 수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기 때문에 멸망에 이른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의 떠나가심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 그 성 안에 존재했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아래과 같은 현상의 심화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철회

로 이어진 사실을 볼수 있다. 

(ㄱ) 권력다툼 거짓 예루살렘의 함락이 있기 전 7년은 복수의 유대주의 파벌들 사이에 일

어난 권력다툼 때문에 무려 6명의 대제사장들이 연이어 바뀌었다.2 어떤 경우에는 1년 사이

에 대제사장이 두 번씩이나 경질되는 일도 빚어졌다.  정권의 극심한 불안정과 리더쉽의 결

여는 곧바로 그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진다는 원칙이 세상의 종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

이다.  

(ㄴ) 향락과 음란 로마제국의 사치문화에 친숙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등의 부유층 유

대인들은 성전(聖殿)과 관계된 정치적 수단을 통해 재산을 모아 각종 향락과 음란을 즐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ㄷ) 탐욕과 각종 부정부패  예루살렘 멸망 직전 성전의 분위기는 금전과 부동산에 대한

탐욕으로 매우 부패해 있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이 이의 단편적 예라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종말직전의 세상은 재물과 부동산에 대한 집착으로 썩어버린 사회가 될 것

이며 교회 역시 같은 양식의 표변(豹變)을 면치 못할 것이다.  

(ㅁ) 증오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줄여서 말하자면 그것은 여러 파벌로 균열된 사회

내에 이유없이 흐르는 증오심과 상호견제라 할 수 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하

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거두어지면 자연히 인간의 마음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

고 그 대신  증오심으로 차오른다. 화잇부인은 시대의 소망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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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hmael ben Fabus (58-62); Joseph Cabi ben Simon (62-63); Ananus ben Ananus (63);
Joshua ben Damneus (63); Joshua ben Gamaliel (63-64); Mattathias ben Theophilus 65-
66. 



루살렘의 멸망 전에 사람들은 주권을 잡으려고 서로 다투었다. 황제들은 살해되었고 보좌를

잇기로 예상되는 자들도 죽임을 당하였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있었다” (628).3 세상종

말에도 이와 동일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4

(ㅂ) 폭력 멸망을 앞둔 예루살렘 성 안에는 당시 극단 무장세력이었던 젤로트(zealots)들

과 특히 그 중 시카리(sicarii)들이 정권싸움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호를 호

소하면서도 잔인무도한 폭력과 협박을 통해 백성들을 억눌렀다.  예루살렘은 머지 않아 무정

부 상태에 빠져 마비되고 말았다.5

(ㅅ) 민족주의  마사다에서 끔찍한 집단자결을 감행한 엘리에젤 벤 야이르와 그의 추종자

들에 대한 요세브스의 사료(史料)들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유대주의 극단 무장세력 시카리는

유대주의라는 민족주의를 앞세우며 자신들의 정치적 야심을 키웠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멸

망을 초래한 삐뚤어진 민족주의의 위험성과 비극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자신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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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エルサレム滅亡の前に人々は主権を争った。皇帝たらは殺害された。王の近臣とおわれている人たちが殺さ
れた。戦争と戦争のうわさがあった。（各時代の希望、８７７）

4 Josephus, BJ, 5.1.2-3. I cite here just 5.1.2 as an example of how the factions fighting within
the city were so inflamed with hatred that they did not seem to have cared about defiling
the temple itself.  “For Eleazar, the son of Simon, who made the first separation of the
zealots from the people, and made them retire into the temple, appeared very angry at
John’s insolent attempts which he made every day upon the people; for this man never left
off murdering: but the truth was, that he could not bear to submit to a tyrant who set up
after him.  So he being desirous of gaining the entire power and dominion to himself, re-
volted from John, and took to his assistance Judas the son of Chelcias, and Simon the son
of Ezron, who were among the men of greatest power. There was also with him Hezekiah
the son of Chobar, a person of eminence.  Each of these were followed by a great many
of the zealots; these seized upon the inner court of the temple, and laid their arms upon
the holy gates, and over the holy fronts of that court; and because they had plenty of pro-
visions, they were of good courage, for there was a great abundance of what was conse-
crated to sacred uses, and they scrupled not the making use of them; yet were they afraid
on account of their small number; and when they had laid up their arms there, they did not
stir from the place they were in.  Now as to John, what advantage he had above Eleazar
in the multitude of his followers, the like disadvantage he had in the situation he was in,
since he had his enemies over his head; and as he could not make any assault upon them
without some terror, so was his anger too great to let them be at rest; nay, although he suf-
fered more mischief from Eleazar and his party than he could inflict upon them, yet would
he not leave off assaulting them, insomuch that there were continued sallies made one
against another, as well as darts thrown at one another, and the temple was defiled every-
where with murders” (italics supplied).

5 Ibid.



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진정한 민족주의다. 자기 민족에 대한 갖은 학살과 만행을 저지

르면서 민족주의를 호소하는 것은 엄이도령(掩耳盜鈴),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6

C. 어떤 공동체든 간에 상관없이 위에 언급한 현상은 그 공동체의 끝이 온 것을 알린다. 국가나

일정 사회단체, 심지어는 일개 가정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끝은 항상 위에서 지적한 불안상태의 급

격한 확산과 발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예루살렘의 경우가 그랬다. 로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19세기의 휘황찬란하던 유럽도, 우리 한국의 구한말도 그랬다.  그러나 그동안 있었던

종말현상들은 지역적 차원에서 일어난 사건들이기 때문에 세계 전체에는 제약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이상 언급한 불의와 부도덕의 현상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확산되

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서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단계적으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적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 

D.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두 단계로 집행된다.  제 1단계 평화의 시기와 제 2단계 심판의 시기다. 

제 1단계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원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평화의 시기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8-32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어 버려두사"라는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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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 reproduce the final scenes of the Masada tragedy as described by Josephus (BJ, 7.9.1) in
its entirety to show the way the Jewish nationalism of Eleazar ben Yair ended in an un-
speakable tragedy and cruelty.  “Now as Eleazar was proceeding on in his exhortations,
they all cut him off short, and made haste to do the work, as full of an unconquerable ardor
of mind, and moved with a demoniacal fury. So they went their ways, as one still endeav-
oring to be before another, and as thinking that this eagerness would be a demonstration
of their courage and good conduct, if they could avoid appearing in the last class; so great
was the zeal they were in to slay their wives and children, and themselves also!  Nor, in-
deed, when they came to the work itself, did their courage fail them, as one might imagine
it would have done, but they then held fast the same resolution, without wavering, which
they had upon the hearing of Eleazar’s speech, while yet every one of them still retained
the natural passion of love to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ecause the reasoning they
went upon appeared to them to be very just, even with regard to those that were dearest
to them; for the husbands tenderly embraced their wives, and took their children into their
arms, and gave the longest parting kisses to them, with tears in their eyes. Yet at the same
time did they complete what they had resolved on, as if they had been executed by the
hands of strangers, and they had nothing else for their comfort but the necessity they were
in of doing this execution to avoid that prospect they had of the miseries they were to
suffer from their enemies. Nor was there at length any one of these men found that scrupled
to act their part in this terrible execution, but every one of them dispatched his dearest re-
lations. Miserable men indeed were they, whose distress forced them to slay their own
wives and children with their own hands, as the lightest of those evils that were before
them. So they being not able to bear the grief they were under for what they had done any
longer, and esteeming it an injury to those they had slain to live even the shortest space
of time after them,—they presently laid all they had in a heap, and set fire to it. They then



진노와 심판의 첫 단계를 설명한다.

(ㄱ)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Rom1:24)7

(ㄴ)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

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Rom1:26)8

(ㄷ)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

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Rom1:28)9

(ㄹ) 로마서 1:18-32절의 맥락에서 볼 때 내어 버려두신다는 표현은 이 세상이 더욱 깊은

도덕적 어두움 속으로 빠져들어 가도록 허락 하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평화

와 자유의 시간를 주어 인간으로 하여금 각자 소원대로 살도록 내어두시는 이유는 인간의 뇌

리속에 숨어있는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표출될 수 있도록 이완(弛緩)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다. 살전 5:3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제 1 단계 심판을 평화의 시기라고 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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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se ten men by lot out of them, to slay all the rest; every one of whom laid himself down
by his wife and children on the ground, and threw his arms about them, and they offered
their necks to the stroke of those who by lot executed that melancholy office; and when
these ten had, without fear, slain them all, they made the same rule for casting lots for
themselves, that he whose lot it was should first kill the other nine, and after all, should kill
himself. Accordingly, all these had courage sufficient to be no way behind one another in
doing or suffering; so, for a conclusion, the nine offered their necks to the executioner, and
he who was the last of all took a view of all the other bodies, lest perchance some or other
among so many that were slain should want his assistance to be quite dispatched; and
when he perceived that they were all slain, he set fire to the palace, and with the great
force of his hands ran his sword entirely through himself, and fell down dead near to his
own relations. So these people died with this intention, that they would leave not so much
as one soul among them all alive to be subject to the Romans. Yet there was an ancient
woman, and another who was of kin to Eleazar, and superior to most women in prudence
and learning, with five children, who had concealed themselves in caverns under ground,
and had carried water thither for their drink, and were hidden there when the rest were in-
tent upon the slaughter of one another. Those others were nine hundred and sixty in num-
ber, the women and children being withal included in that computation.  This calamitous
slaughter was made on the fifteenth day of the month Xanthicus [Nisan].”

7 ゆえに、神は、彼らが心の欲情にかられ、自分のからだを互にはずかしめて、汚すままに任せられた。 
8 それゆえ、神は彼らを恥ずべき情欲に任せられた。すなわち、彼らの中の女は、その自然の関係を不自然なもの

に代え、 
9 そして、彼らは神を認めることを正しいとしなかったので、神は彼らを正しからぬ思いにわたし、なすべから

ざる事をなすに任せられた。 



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

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기서 사도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평화의 시기는 누가 과연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지 그 진실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외부로

노출시킴으로써 사물의 정의(定義)를 드러나게 하시는 대쟁투적 맥락에서 볼 때 사필귀정(事

必歸正) 매우 중요한 시기다. 

. 제 2 단계 심판은 경고 없이 돌연히 우리 위에 덮치는 진노의 시간이다. 우리는 이런 형식으로

집행되는 제 2 단계 심판을 예루살렘의 멸망과정에서 볼 수 있다. 예루살렘 성은 눈부신 발전에 발

전을 거듭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멸망했다. 예루살렘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 그 성곽

전체의 크기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컸다. 예를 들어, 티투스 장군이 붕괴한 제 3 성곽은 주후

66년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이전 해에 완성된 것으로써 현재 성지순례 중 볼 수 있는 예루살렘 성

곽보다 거의 두배정도의 크기였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복수의 신축을 통해 휘양 찬란한 모습 속에

그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아무 누구도 그토록 견고하고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이 문자 그대로 하룻

밤 사이에 화염 속에 사라지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티투스 장군 역시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성전

만은 보전하고 싶어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제 일 성곽 안 쪽으로 던진 불이 예상을

뒤집어엎고 걷잡을 수 없이 성 안쪽까지 급속히 번져나가 성전마저도 삽시간에 삼켜버린 것이다. 세

상의 마지막 심판도 동일한 형식으로 집행될 것이다. 우리는 이와 유사한 광경을 2001년 9월 1일

월드 트래드 센터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보지 않았는가. 콘크리트와 철골로 견고하게 건축된 메가급

고층 빌딩들이 손을 쓸 시간도 없이 맥을 못 추고 돌연 주저앉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마도 그 참혹

한 광경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인류의 종언(終焉)과 심판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갑자기 예

고 없이 세상에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한다.

II. 막 13장을 통해 보는 세상의 종말

A. 세상의 참혹한 종말 (막 13:1-2) 

ㄱ.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

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막 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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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イエスが宮から出て行かれるとき、弟子のひとりが言った、「先生、ごらんなさい。なんという見事な石、なんという
立派な建物でしょう」。2イエスは言われた、「あなたは、これらの大きな建物をながめているのか。その石一つでも
くずされないままで、他の石の上に残ることもなくなるであろう」。 Lloyd Gaston dates this logion dates
to the winter of A.D. 40; Lloyd Gaston, See No Stone on Another: Studies in the Significance
of the Fall of Jerusalem in the Synoptic Gospels (NovTSup 23; Leiden: Brill, 1970), 25, 61). We
would of course date this teaching earlier to the time of Jesus, but the significance of Gaston’s
dating is that it represents the scholarly consensus that this prophecy is not an ex eventu.



B. 하지만 종말이 문 앞에 이른 상태에서도 세상은 계속 평화스러워 보임으로 안일함을 부른다. 

ㄱ.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

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벧후 3:4)11

ㄴ.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

늘 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사 56:12)12

ㄷ.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

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

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마 24:37-39)13

ㄹ. “방탕함과 불경건한 향락으로 가득 찬 세상은 잠들어 있으며 육적인 안전에 마비되어

있다. 사람들은 주의 오심이 먼 훗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들은 경고를 비웃는다.” (시대

의 소망 635)14

C. 미혹과 혼동의 시간 (막 13:5-8) 

ㄱ.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막 13:5)15

ㄴ. 거짓 지도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내가 그로라” (6절) 외칠 것이다.   “내가 그로라” 라

는 표현은 반드시 거짓 선자자들이 자신들을 그리스도라고 선전한다기 보다는 그리스도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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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主の来臨の約束はどうなったのか。先祖たちが眠りについてから、すべてのものは天地創造の初めからその
ままであって、変ってはいない」と言うであろう。

12 彼らは互に言う、「さあ、われわれは酒を手に入れ、濃い酒をあびるほど飲もう。あすも、きょうのようであるだ
ろう、すばらしい日だ」と。

13 37人の子の現れるのも、ちょうどノアの時のようであろう。 38すなわち、洪水の出る前、ノアが箱舟にはいる日
まで、人々は食い、飲み、めとり、とつぎなどしていた。39そして洪水が襲ってきて、いっさいのものをさらって
行くまで、彼らは気がつかなかった。人の子の現れるのも、そのようであろう。

14 世は放とうに満ち、邪悪な快楽に満ちて、現世的な安全の中に眠っている。人々は主の来臨をずっとのちのこ
とにしている。彼らは警告をあざ笑う（各時代の希望、８８８）。

15 そこで、イエスは話しはじめられた、「人に惑わされないように気をつけなさい　(Mark 13:5)



할을 대행한다는 뜻을 가졌다.16 21-22절에서도 비슷한 언급이 나온다.  “그 때에 사람이 너

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

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 (막 13:21-22).17 6절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제 1 단계 심판, 곧 평화의 시대에

있을 거짓 지도자의 활동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는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복수의 사람들 사

이에서 나타나는 영적 해이(解弛)를 이용해 이들을 잠에서 깨운다는 명목 아래 마치 자신들

이 종말에 대한 무슨 특별한 계시라도 가진 것 처럼 행동하며 충격적인 기별을 전하는 행동

을 의미한다.  21절과 22절에서는 제 2 단계 심판, 곧 환난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

날 것을 예언하신 것이다.  이 때가 환난의 시기인만큼 거짓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계시

등을 통해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특별한 생존의 비밀이라도 알고 있는 것 같이 선전하여 자

신을 따르게 하는 종교적 사기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 나태함도 피해야겠

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우리를 미혹하는 거짓음성에 휩쓸려서도 안 된다.  마지막에 살아 남

는 이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다. 

ㄷ. 미혹. 우리는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여러 천인재를 보면서 미혹되기 쉽다. 예수님께

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막 13:7).  많은 이들이 각종 뉴스매체를 통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

고 두려워 한다.  예를 들면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또 요즘 우리를 바

짝 긴장하게 만드는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이런 사고가

일어 날 때마다 세상의 끝을 선고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 끝은 아직 아니니라”고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8절)일 뿐인 것이다.  우

리는 물론 각종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각성하고 더욱 철저히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마치 세상 끝이 눈앞에 닥친 것 같이 흥분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

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이 경고를 주신 이유는 여러 재난들이 발생했는데도 바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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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The Greek word used here is ἐγώ εἰμι which denotes Christ’s epiphany or self-disclosure (cf.
in the midst of a storm: Mat 14:25; Mark 6:50; John 6:20; during his trial: Mark 14:64; Luke
24:39; in various encounters in John: John 4:26; 8:28, 58; 13:9; 18:5,6; and in his encounter
with Saul the persecutor: Acts 9:5). The origins of this formula of epiphany go back to Exodus
היהא) 3:14 ׁרשא ἐγώ εἰμι =היהא in LXX).  For Ani Hu and other Hebrew epiphanic formulas for which
ἐγώ εἰμι was used to translate in the LXX, see Norman Walker, “Concerning Hu and‘Aui Hu”
ZATW 74 (1964), 205-206. Accordingly, the use this divine formula in Mark 13:6 (and par.) indicates
various deceptive claims of divine revelations and authority by false teachers; Catrin H. Williams,
I Am He (WUNT 113; Tubingen: Mohr Siebeck, 2000), 229-214; contra John Marcus, Mark 8-16
(A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9), 880. See also the discussion in James Davison,

“Anomia and the Question of an Antinomian Polemic in Matthew,” JBL 104 (1985), 631f.

17 See R. Pesch, Naherwartungen (Dusseldorf: Patmos, 1968), 107–25; 154, who see 13:5b–6
and 21–22 as an inclu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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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오지 않을 경우 종말에 대한 공포로 인해 생긴 흥분이 더 깊은 영적 나태를 부를 수 있

기 때문이다.   

ㄹ. 재난의 소문. 화잇부인은 우리가 재난의 소문에 요동치 않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다음

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나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 시작이다. 그들은 자기 스

스로를 살펴보아야 한다” (시대의 소망 629) .18 우리는 위에서 로마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방법으로 집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각종 재난들을 세상에 허락하시는 이유는 비록 이 세상이

평화로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다.  꼬

리를 물고 일어나는 재난들은 인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役使)의 단계적 철회를 세상에

알리는 경종이란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접하면서 공포에 빠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정신을 차리고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영이 과연 아직 내 안에 머

물고 계신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시간이다.

D. 끝으로 주어지는 회개의 기회 (막 13:9-13).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

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함이라 (막13:9).19 제 1 단계 심판에서 주어지는 평화의

시기가 끝나갈 무렵 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핍박이 일어난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이

사실을 볼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로 부터 극단 무장세력 유대파들이 로마와 전쟁을 일으킨

주후 66년까지 약 30년간 사도들의 눈부신 복음사역의 활동이 있었다. 사도바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도들은 62년부터 66년사이에  순교했다.  사도행전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핍박들을 통해 사도들이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선포할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은 유대인들의 모진 핍박과 모함에 말려들었지만, 그 결과로 로마의

벨릭스 총독 앞과 (행 24:10-21), 아그립바 대왕과 배스도 앞에서 (행 26:1-32)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많은 이들이 마지막 환란을 생각하면 도망갈 생각부터 하는 경

향이 있는데 이것은 오류다.  핍박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다.  화잇부인은 이 점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유대 백성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증인들이 체포되고 심문을 받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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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あざむかれてはならない。 それらは神の刑罰のはじまりである。 人々は自分自身に満足してきた。彼らは悔い
改めていやされることがなった。（各時代の希望、８７７）。

19 あなたがたは自分で気をつけていなさい。 あなたがたは、わたしのために、衆議所に引きわたされ、会堂で打
たれ、長官たちや王たちの前に立たされ、彼らに対してあかしをさせられるであろう。 

20 神はご自分のしもべたちを通して、ユダヤ人に最後の悔い改めの機会を与えになった。 神の証人たちが捕え
られたり、裁判を受けたり，投獄されたりしたときに、神はご自身をあらわされた。（各時代の希望、８７８）。



며 옥에 갇히는 경우들을 통하여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다” (630).20 요즘같은 평화시대에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혹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증거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E. 피난하라는 마지막 신호 (막 13:14-20).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남은 무리가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최후의 피난신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찐저)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찌어다” (14절).21 물론 이것은 베스페시언 장군이 이끄는 로마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성의 출입을 금지할 것를 내다보시고 한 예언이다.  로마군의 깃발이 보이거든 성을 떠나라

는 이야기였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성에 들어간 사람들, 혹은 성안에 그냥 남아 있던 사람

들은 모두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경고를 받아들인 그리스도인

들은 로마군의 깃발이 이 산 저 산에 선 것을 보고 즉시 예루살렘 성을 떠나 해를 면할 수 있

었다.  우리 앞에 다가오는 최후의 종말 직전, 과연 어떤 양식의 도피신호가 주어질지는 아무

도 확실히 모른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 되는 상황을 보는 순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의 가증한 것”임을 바로 알아차렸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있었기 때문이다.  말세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한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모르지만, 그리스도와 매일 동행하는, 곧 목자의 음

성에 익숙한 자들은 최후의 피난신호가 주어질 때 바로 그 의미를 깨닫고 성령의 인도를 따

라 도피해 해를 면케 될 것이다.  15-16절에서 지붕에 있는 자들은 물건을 가지러 집에 들어

가지도 말고, 밖에 있던 사람들은 겉옷을 가지러 성안으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을

볼 때 마지막으로 떠나라는 피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 사실상 우리에 주어지는 시간은 약 10

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될 것으로 전망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나 세월

호 침몰 사건에서 피난경고가 내리면서부터 사람이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촉박한지

를 본 바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 걱정만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 속에 안주하면 안 된

다.  항상 깨어 준비하고 살아야 한다. 

F. 환난의 성격 (막 13:19)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

에도 없으리라.”  이하 언급한 바와 같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난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1260

년의 핍박과 마지막에 있을 환난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설명하신 것이다 (막 13:20 설명 참

조).  그러므로 현시점에서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미 이 환란의 성격에 대해서

매우 익숙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암흑시대는 물론, 근세기 공산치하에서 스탈린이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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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荒らす憎むべきものが、立ってはならぬ所に立つのを見たならば（読者よ、悟れ）、そのとき、ユダヤにいる人々
は山へ逃げよ



택동 등의 독재자들이 가했던 박해, 또 세계 제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나치주의가 유대인

들을 향해 종족학살을 감행했던 홀로코스트 등이 그 예다.  핍박의 강도(强度)는 변할지 모르

지만 핍박의 성격은 항상 같다. 그것은 양심의 탄압이다. 다수의 사람들이 환란을 생각할 때

물리적 핍박과 고통을 두려워하지만 핍박은 사실상 양심 문제다.  왜냐하면 양심을 버리고

독재정권과 손잡고 협력하기만 하면 물리적 핍박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

를 들어, 현재 소위 이슬람국가(ISIS) 극단 무장세력들이 북시리아와 이라크에서 기독교인들

과 타종교인들을 대상으로 강제개종을 강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핍박

은 환난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선택, 곧 양심의 자유를 고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환난을 이기는 사람들은 세 가지의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그의 약속을 굳게 믿는다.  둘째, 성경 말씀 위에 기초해서 양심의

자유를 지킨다.  셋째,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타인을 용서한다.  지금까지는 극심한 환난

과 핍박이 일개 국가나 대륙에서 일어났지만 최후에 있을 환난과 핍박은 범세계적 차원에서

일어날 것이다. 현대 기계문명과 무기들 역시 극도로 발달한만큼 하나님을 믿는 굳센 믿음이

아니고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항상 진실을

말하며, 양심적 생애를 사는 일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반복해서 연습해야한다.        

G. 마지막 환난 (막 13:20)  “이는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

하셨더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어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

하셨느니라” (막 13:19-20).22 이 구절에서 언급한 환난은 한편 24-25절에서 해가 어두워지

며 별들이 떨어질 것에 대한 예언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하며, 또 다른 한편 계 6:12절과 대조

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막 13:19-20은 1260년의 대환난을 암시한다. 즉, 암

흑시대가 끝나면서 1755년에 있었던 리스본 지진, 1780년 5월 19일 뉴잉글랜드 일대에서 있

었던 암흑일, 1833년 11월 13일 역시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일어난 무수한 유성들이 떨어진

사건을 예언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특기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종말이 수천 년 후에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마치 바로 눈앞에 이른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것.

둘째, 환난의 길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  셋째, 예루살렘의

멸망 직전 있었던 핍박과, 주후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 있었던 암흑시대의 핍박과,

또 세상 끝에 있을 핍박을 섞어서 복합적으로 설명하셨다는 것.  이 세 가지를 고려할 때 우

리는 마지막 환난에 대해 다음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첫째, 마지막 하나님 백성

의 생존은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점과, 둘째, 비록 죄악이 세상에 편만하고 핍박이 아

무리 극심할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환난의 유무(有無)와 길이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점,

22 その日には、神が万物を造られた創造の初めから現在に至るまで、かつてなく今後もないような患難が起るからで
ある。もし主がその期間を縮めてくださらないなら、救われる者はひとりもないであろう。しかし、選ばれた選民の
ために、その期間を縮めてくださったので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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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두 가지다.23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역사와 자연계를 동시에 통제하시는 절대자라는 사

실도 굳게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징표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살전 5:16-18). 우리는 자신이 과연

그런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H.   재림 (막 13:26-32).  재림은 세상 끝에 있을 최후의 사건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다.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막

13:26).24 재림 이후에는 더 이상의 환난이 없다.  모든 환난은 재림으로 끝난다.  이점에 대

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곧바로 심판이 집행되고 구원 받은 이들은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는 세상으로 옮겨가게 된다.  예수님의 강림, 또는 성도들의 하늘 입성

이후에도 세상에 환난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대주의자들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이야기다.  그리

고 예수님은 모든 이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은밀하게 오셨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세상역사가 계속 발전해서

결국 눈부신 천년기를 맞이한다든지 등의 이론들도 역시 아무 성서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끝으로, 예수님은 아무도 재림의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단언하신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막 13:32).25

이 말씀의 의미는, 한 마디로, 각종 예언연구 등을 통해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은 다

틀렸다는 이야기다.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무 누구도 재림의 때는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오

직 끝까지 인내하고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

은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

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막 13:35-36).26

23 cf. Adela Yarbro Collins, “The Passion Narrative of Mark,” in eadem, The Beginning of the
Gospel: Probings of Mark in Context (Minneapolis: Fortress, 1992), 72: “Thus Mark’s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odicy is a narrative one. [1] All things are possible for God, but God
allows evil to be part of the cosmic drama in which every creature has a role to play. [2]
The Gospel of Mark and the biblical tradition in which it stands impel us to go further and
say that God not only allows what seems to us to be evil but even wills it in order to ac-
complish a larger purpose the redemption of all creation.” 

24 そのとき、大いなる力と栄光とをもって、人の子が雲に乗って来るのを、人々は見るであろう。

25 その日、その時は、だれも知らない。天にいる御使たちも、また子も知らない、ただ父だけが知っておられる。

26 だから、目をさましていなさい。いつ、家の主人が帰って来るのか、夕方か、夜中か、にわとりの鳴くころか、明
け方か、わからないからである。あるいは急に帰ってきて、あなたがたの眠っているところを見つけるかも知
れない。 51



III. 결 론

A. 재림전 내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은 두 단계에 걸쳐 세상에 임한다.  첫째, 제 1 단계 심판

은 평화의 시기에 이완 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각자 소원대로 살도록 내어 버려두시는 과정이다.

이런 시기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숨어있는지, 즉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

는지 아니면 돈과 명예와 재물을 구하는지 조용히 지켜보신다. 둘째, 제 2 단계 심판이 내리는 과정

도 비슷하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오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통해 인간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숨

어있는지, 곧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지 아니면 돈과 명예와 안전을 구하는지 지켜보신다. 

B.   마가복음 13장은 제 1 단계 심판에서 제 2 단계 심판으로 넘어가는 역사의 전환점에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한다.  3-9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난리와 전쟁의 소문, 그리고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일 등은 직접 제 2 단계에 관련된 사건들이 아니고 제 2 단계 심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꼬집어 지적하신다.  따라서 사도들의 복음전도와 이를 반대한 유

대교의 핍박은 예루살렘의 함락에 앞서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

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    

C. 제 2 단계 심판, 곧 환난 시기에 완전히 진입하기 직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하라

는 마지막 신호를 주신다.  예수님은 이 신호, 곧 “멸망의 가증한 것”이 무엇인지 대해서는 정확하

게 설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 신호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D. 제 2 단계 심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 하나님의 전지전능과 약속을 믿는 믿음, (2)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의지, (3) 타인을 용서하는 관대와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환난과 핍박의 성

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2000년간 있었던 각종 종교탄압들을 통해 이미 익히 잘 아는 바다.  깨

끗한 양심, 재물과 안전 –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 이것이 모든 핍박의 핵심관건이다. 

E.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시대는 제 1 단계 평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우리는 이 귀하고 촉박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조용히 동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무조건 돈걱정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현대인의 강박관념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기도로 연결되고

하나님을 통해 용기와 힘을 얻는 경험을 매일 해야 한다.  화잇부인은 [정로의 계단](생애의 빛)에서

기도의 생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다. “비록 우리의 주위가 부패된 분위기로 둘려 있을지라

도 우리는 그 더러운 공기를 호흡하지 않고 하늘의 깨끗한 공기 가운데서 살 수 있다. 우리는 진정

한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로 올림으로 불순(不純)한 망상이나 불신성한 생각이 우리의 마

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막을 수 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과 그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마음문을 열어 놓는 자들은 이 땅의 분위기보다 더 거룩한 분위기 가운데서 행할 수 있을 것이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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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과 간단없는 교통을 지속(持續)할 수 있을 것이다.” (99쪽)27 평화롭고 풍요로운 이 시대에 이와

같은 기도의 생애를 매일 반복해 경험하는 사람은 환난과 혼란의 노도(怒濤)가 밀려와도, 계속해서

하늘의 거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 생각의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함으로 약속하신

영원한 축복에 들어갈 것이다. 

27 たとえ私たちは、腐敗した雰囲気に包まれていても、その毒気を吸う必要はなく、天のきよい雰囲気の中で生き
ることができます。真剣に祈って魂を神の前に高め、不潔、不正な思いが入らないようあらゆる戸を閉じること
ができます。神の助けと祝福を受けるため心が開かれているものは、この世の人よりきよい雰囲気の中を歩き、
天と絶え間なく交わることができます　(キリストへの道，第十一章、祈りの特権か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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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와 종말론’ 

손 경 상

현대진리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복음서에 나타난 종말론을 잘 설명, 분석해 주셨습니

다. 목사님의 설명과 분석을 선악의 대쟁투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천사의 기별과 연관

시켜 생각한다면 마가복음 13장에서 종말에 관해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가 더 명확해 질

것입니다. 아울러 이 시대에 현대진리를 전해야 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할지

에 관한 방향을 보다 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14장 6-12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

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

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

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 종말은 전 지구적인 다시 말해 온 세상의 종말이다.

‘예루살렘은 이 세상과 세상의 전체 역사를 상징한다.’

실제적인 예루살렘의 멸망은 지역적인 문제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 지구적인 문제 곧 이 세상

의 종말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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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질 곳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이다 그러므로 이 기별은 전 지구적으로 전해

져야 한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계 14:6)

2. 종말에 발생될 문제들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관점에서 본다면 ‘악’의 사건들이다.

‘권력다툼’, ‘향락과 음란’, ‘탐욕과 각종 부정부패’, ‘증오’, ‘폭력’, ‘민족주의’의 근원은 하

늘에서 시작된 대쟁투를 일으킨 루스벨이 정신인 ‘악’사상이다. ‘이기심’, ‘자고함’, ‘교만’이다.

종말에 선악의 대쟁투는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 하늘에서 시작되어 온 ‘악’사상은 종말에 전

지구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만한  가장 강력한 모습으로 온 세상에 나타날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 온 세상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긍하며 교만하며 훼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

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딤후3:1-5

사단의 ‘악’의 사상이 커지는 것과 함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거

룩하신 임재가 인간의 마음에서 거두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단계적으로 떠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선악의

대쟁투에서 ‘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다. 사랑이시고 ‘선’이신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의

마음에서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악’이 가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마지막 시대 곧 종말에 하나님의 임재가 왜 떠나는가? 하나님께서 떠나시는가? 아니

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를 인간의 마음에서 거두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3. 제 1 단계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소원대로 살도록 내어버려 두시는 평화의 시기다.  

인간은 ‘마음의 정욕대로’(롬1:24),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롬 1:26)지게 되어 ‘합당치 못

한 일을 하게’(롬1:28)된다. 이것은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롬 1:28)기 때문이다. 

종말은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는 시기이다. 현 시대는 창조주의 존재를 완전히 부

인하는 시대이다. 과학의 이름으로 시작한 진화사상은 인간의 모든 학문의 기초를 이루어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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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삶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다.

하늘에서 대쟁투를 일으킨 루스벨의 ‘악’사상의 핵심은 스스로 자고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는 것이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다.

4. 제 2 단계 심판은 경고 없이 돌연히 우리 위에 덮치는 진노의 시간이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

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

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계 14:8-10)

하나님께서는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우리 인간들의 진노와 유사한가 아니

면 다른가?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현 시대의 백성들에게 창조주의 존재를 가장 확

실하고 강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베풀고 계신 ‘선’한

봉사의 손길을 거두는 것이다. ‘든 자리’는 알기 어려워도 ‘난 자리’는 쉽게 인식된다는 말이 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에서 단계적으로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손길을 거둔다면 그동안 당

연히 여겼던 것들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런 방식으로 이 세상에 쏟아

지지 않을까? 그것은 하나님ㅊ의 존재를 인식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선택이 아닐까? 고통 속

에 인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은 존재에 대한 강

한 인식의 표현이기 때문이다. 

5. 회개해야 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막 13:5)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 종말의 시대에 만연한 ‘악’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

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막

13:7).  

“그러나 속지 말라. 이 징조들은 그분의 심판의시 작이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한

다” (시대의 소망 629)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막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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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이 시대의 ‘악’사상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으로 무장하며 악

으로 가득한, 악으로 고통 받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빛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 그러므

로 첫째천사의 기별은 종말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

라’(계14:7)고 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에 말씀하신 산상

수훈의 핵심이기도 하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

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 5장 14-16절)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의 영광이다”(생애의 빛 8)

“예수께서는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성의 영광에 이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시대의 소망 312)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사43:7)로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엡 2:10)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창 1:27)고, 사람이 오래 살면 살

수록 더욱 완전히 창조주의 형상을 나타내어 그분의 영광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게 하려고 목적하신

것이다.”(교육 15)

우리는 창조주를 부인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현대 진리를 전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은 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는 것 곧 청지기의 직분을 다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고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대하는 이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남은 자손을 통해 베

풀어지는 하나님의 ‘선’ 곧 사랑이다. 

이것은 미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하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

리에게 바라시는 진정한 그리고 참된 경배이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 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

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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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진리와 남은무리의 사명

장병호 (삼육대학교 전 신학대학원장)

서 론 

근래에 이르러 “현대진리”(PresentTruth)라는 용어가 재림교회신앙공동체 내에서 다소 생소하

게 들리듯 하다. 마치 재림운동에서 선구자들이 제시한 현대진리는 현대에는 맞지 않는 구시대의 진

리(OldTruth)인 것처럼 인식하려는 경향이 인본주의, 보편화, 다원화, 세속화, 뉴에이지, 포스터모

던 등의 영향으로 재림교회 내에 침투하고 있다. 현대진리란 성소, 안식일, 재림, 심판, 영혼멸절 1)

등의 차별화된 교리들로 재림신앙과 재림신앙공동체가 형성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성경으로부

터 떠나려는 편만한 배도의 시대에 중요한 시금석이 되어 왔지만 정작 이 기별로 승부를 걸어야할

하나님의 남은교회인 재림교회와 성도들은 혹시 이런 기별들을 현대진리가 아니라 구시대의 진리로

도외시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할 필요가 있다.

최근(2014년 8월 14-18)에 교황 프란치스코의 한국 방문으로 개신교도들의 가톨릭교회로의 이

동 가속화신드럼이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이는 결코 재림교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정확한 통

계는 알 수 없지만 1984년과 1989년에 교황 바오로 2세의 한국 방문으로 약 150만명의 개신교도들

이 가톨릭으로 이동했거나 개혁기독신앙을 포기했으며, 2014년의 프란치스코의 방문으로 약 10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 가톨릭의 성장은 개신교회의 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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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별화된 재림교회의 교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1)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두 다른 국면으로 된 하늘성소가 있다. 2)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구름타고 오시기 전에 모
든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조사심판이 있어야한다. 3) 마지막 교회에 약속하신 예언의 신, 곧 예언의
은사가 엘렌 화잇의 사역과 저술을 통해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에 나타났다. 4) 그리스도께서 두 번
째 오시기 전에 마지막 대쟁투에서 선악간의 반대되는 세력의 표는 계시록에 언급된 하나님의 인과 짐승
의 표이다. 5)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도록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다. Representative Group of Seventh-day Adventist Leaders, Bible
Teachers, and Editors, Seventh-day Adventists Answer QUESTIONS ON DOCTRINE: An
Explanation of Certain Major Aspects of Seventh-day Adventist Belief,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7), 24, 25. 

2) 홍천기독교수양관에서 한기총 주최로 “가톨릭을 논한다.” 2014 기독포럼(2014년 7월 18일)에 참석한 지
도자들의 비공식 얘기를 통해 제시된 개신교회의 현안문제임. 기독교포럼에 발제자로는 한기총 대표로
이재범 박사, 안춘근 박사, 재림교회 대표로 남대극 박사, 장병호 박사였다. 가톨릭 쏠림 현상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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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협하고 있으며, 가톨릭교회를 개신교회의 기독신앙과 큰 차이가 없는 기독교 보편신앙공동체

로 간주하는 근래의 재림교회, 곧 남은무리 공동체의 분위기는 개신교회의 성장정체 현상에 편승할

수밖에 없다. 엘렌 화잇은 현대진리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해야한다며 현대진리에 대한 우리

의 사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대는 현대 진리(present truth)의 주제들을 아무 데서나

끄집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대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in living the truth) 그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대는 모본을 보임으로 큰일을 할 수 있다.”(2증언, 78)

본 논문은 현대진리의 성경적 차별성 부각과 기별의 신속한 전파가 종말을 살아가는 재림교회,

곧 남은무리 공동체의 정체성이며, 이를 재확립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이라는 전제 하에 현대진리와

재림교회의 시대적 사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현대진리란 무엇이며, 그 진리의 현대적 적용

에 시대적 책임을 맡은 남은무리 공동체의 신원,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예언적 정체성 유지와 확

증을 위한 현대진리의 재점검과 확증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1. 현대진리(PresentTruth)의 중요성

대총회가 제시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가치관 진술서(A 10 Values Statement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는 "재림교인들의 이상이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 마련된 하나님의 계시(RevelationofGod)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정체성과 부르심은 성경

의 예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직전의 시대(the time immediately preceding)에

관한 이해에서 자란다."3 ) 고 제시하고 있다. 엘렌 화잇도 현대진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

고 있다. 

“나는 기별자들, 특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광신주의를 살피고 저지할 수 있는 기별자

들이 필요한 것을 보았다. 사단은 사방에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만일 우리가 그를 경계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눈을 크게 뜨고 그의 간계와 함정을 살피지 않거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고 있

다면 우리는 사악한 원수의 날카로운 화살을 맞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많이 들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양떼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대 진리”("present truth")이다. 나는 기

별자들이 현대 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양떼를 결합시키고 영혼들을 성화시키는 일에 적합지 않은

주제들을 강조할 위험을 보았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기 위하여 이 일에 가능한 모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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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료 중 하나는 통계청의 2005년의 인구주택총조사를 바탕으로 경이적인 가톨릭교회 성장과 개신교
의 침체에 대한 목회사회학적 분석서인 조성돈, 정재영, 현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톨릭: 그들은 왜 가
톨릭교회로 갔을까?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7 참조 바란다. 서론(5쪽)에서 종교인구 통계에서 지
난 10년(1995-2005)간 한국의 3대종교인 불교는 3.9% 증가, 가톨릭은 74.4% 증가, 개신교는 1.6%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4년 8월 8일 CBS 노컷뉴스는 “개신교계가 교황 방한을 반기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 교황 방한으로 개신교 인구 800만 명 선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고 보도했다. “개신교의 ‘교황 방문’ 반대운동 그 이유는? OhmyNews 구글 참조.    

3) General Conference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Working Policy (Washing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2011-12), 30. 



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2300주야와 관련된 성소 문제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 등과 같은

주제들은 과거의 재림운동을 설명해 주고 현재의 우리의 위치를 보여 주는 동시에 의심하는 자들의

신앙을 일으켜 주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확증시켜 주는 데 아주 적절한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기

별자가 심사숙고해야 할 주요한 주제들인 것을 나는 여러 번 보았다.”(초기, 63)

이토록 현대진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알지 못한

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현대 진리(present truth)를 알고 있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

이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현시대를 위한 사업을 바로 깨닫지 못한다. 시련의 때가 올 때, 오늘날 다른 사람들에게 전

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역설하는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들이 만족할만한 이유를 제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5증언, 707)

“주님께서는 자주 내게 아직도 현대 진리(present truth)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아니한 흩어

진 보배들의 필요와 형편에 대한 계시를 보여 주셨고 아울러 기별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게 빛을 전

해 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서둘러야 할 것도 보여 주셨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만 버린다면 우리가 현재 주장하는 증언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 앞

에 제시될 때 그들은 기쁘게 현대 진리(present truth)를 받아들일 것이다.”(초기, 61) 그녀는 “이제

나도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말하려는 것은 “주 안에서 담대하라” 하는 것이다. 1844년 이후 나는 현

대 진리(presenttruth)를 전하여 왔으나, 이제 이 진리는 나에게 전보다 더 귀중한 것이 되었다.”(복

음, 265)고 고백하므로 현대진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 현대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현대진리”(present truth)라는 용어는 “현대”라는 시대와 “진리”라는 성경말씀, 곧 기별의 합성

용어이다. 즉 현대진리는 “진리”(truth)가 시대적 요청에 필요하고 부응해야하며, 시대라는 시간적

환경적 상황과 진리라는 성경적 핵심기별이 상호 조화될 때 “현대진리”라는 슬로건 형 명제가 그 효

력과 빛을 발휘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로베르토 바데나(RobertoBadenas)는 근래에 현대진리를 기

존의 일반적인 3국면,4 ) 즉 부합적(correspondence), 일관적(coherence), 강론적(disclosure) 국면

을 이해하면서 진리의 성경적 정의를 신약의 알레데이아(alētheia)와 구약의 에메트(emeth)를 중심

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거짓과 잘못에 반대되는 철학적 개념(엡 4:25 참조), 2) 기만에

반대되는 도덕적 결백성, 신뢰성, 진정성에 기초를 둔 윤리적 개념(요 8:44 참조),  3) 현실, 모형, 상

징, 그림자에 대비되는 현실적 개념(골 2:17 참조), 즉 주석적이고도 신학적으로 활용되는 개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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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이론의 소개는 Baradley Dowden and Norman Swartz, "Truth,' in The Internet Encyclopedia
of Philosophy, ed James Fieser, Http://www.utm.edu/research/eip (2005)에서 인용한 것을,
Borge Schantz and Reinder Bruinsma ed., Exploring the Frontiers of Faith: Festschrift in
Honour of Dr. Jan Paulsen (Lueneburg, Germany: Advent-Verlag, 2009, 207, 208에서 재인
용함. 



고 4) “이미 있는 진리”(벧후 1:12)라는 구절 같이 그리스도인 신앙에 동의어로 사용되는 개념, 곧 교

회론적 개념으로, 이 가운데 재림교회는 네 번째에 근거해서 현대진리를 이해해 왔다. 5 ) 재림교회

가 그동안 현대진리라는 용어를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종말론적 기별로 발전시켜 현대에 적

용하는 것은 다분히 성경적이고도 역사적이며,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내가 곧 길이

요 진리요 생명”(요 14:6)이라는 그리스도 자신의 정의로 이는 그 당시의 4국면을 다 포함하면서 다

음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 국면이란 1) 하나님께 대한 진리(true toGod), 2) 그분의 신뢰할

수 있는 기별자(hisreliablemessenger), 3) 구약의 상징들의 성취(thefulfillmentoftheOldTes-

tament types), 그리고 4) 하나님의 계시의 구현(embodiment ofGod's revelation) 등이다. 6 ) 로

베르토 바데나는 이에 기초하여 진리라는 용어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러 방법과 모양으로 나타내

신 “계시”(revelation)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필자는 이에 기초하여 현대진리

를 성경적 절대성, 기별적 포괄성, 시대적 독특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이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재림교회의 역사에서 “현대진리”라는 용어는 재림교회의 공동설립자요, 대실망으로 끝난 밀러

주의 운동의 최초의 신학자이자 역사학자7 ) 로서 제 칠일이 안식일이라는 기별을 제임스 화잇과 엘

렌 화잇에게 전달한 조셉 베이츠(JosephBates)에 의해 안식일과 관련하여 최초로 사용되었다. 그

는 1846년 제칠일 안식일 영원한 표[TheSeventhDaySabbath, aPerpetualSign]라는 책자의 서

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나라 어느 곳에서든지 작은 무리를 먹이고 양육하는 현대진리

[present truth]를 향한 타협할 수 없는 옹호는 모든 것의 회복자[the restorer]이다.”8 )

그는 또 1849년에는 현대진리라는 용어를 요한계시록 3:7, 8에 빌라델비아교회에 보내는 기별

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계 3:8)에서  빌린 닫

힌 문(shut door) 개념을 도입했다. 즉 그리스도의 하늘 제사장 봉사는 한 국면에서의 봉사는 끝나

고,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셨다며 하늘 성소(heavenly sanctuary)에 적용하여 사용하였다.

그와 초기의 재림신자들이 사용한 “현대진리”라는 용어는 사실상 베드로후서 1:12에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벧후 1:12)

는 말씀에서 채용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구약예언의 성취이신 메

시야가 곧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편지가 기록된 당대의 사람들이 소개받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역사

적인 배경에서 이 메시야는 지상에서 자신의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므로 자신의 사명을 완

수하셨다는 부가적인 진리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다. 전자의 진리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 “현대진리”라는 표현은 현대의 역사적인 상황에 특별히 적절한 진리를 함

축하고 있다.9 ) 이에 대해 재림교회성경주석은 현대진리란 당대에 소개된 가르침(instructed

61

5) Ibid., 209
6) Ibid.
7) 조지 R. 나이트(George R. Knight),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의 진정한 설립자 조셉 베이츠(The Real

Founder of Seventh-day Adventism: JOSEPH BATES ) 김성익 역 (서울: 시조사, 2013), 111.
8) Joseph Bates, Preface to The Seventh Day Sabbath, a Perpetual Sign , August, 1846, cited

in Seventh-day Adventist Encyclopedia (1976), “PRESENTH TRUTH”, 1149 참조.
9) SDABE, "Present Truth", 1149.



teaching)이라고 말한다.10 ) 이미 이 진리를 그들이 배웠고 받았었다는 현대진리는 19세기 중반에

이 두 진리, 곧 성소와 제 칠일 안식일 교리가 다른 재림교인들 무리에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인이 된 베이츠-화잇-에드슨 그룹(Bates-White-Edsongroup)을 차별화시킨 표(marks)였다.1 1 )

이후 베이츠가 닫힌 문 개념에 현대진리를 도입한 그 같은 해인 1849년에 제임스 화잇은 그의

첫 정기간행물 기고문에서 현대진리라는 용어를 좀 더 확장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했다. “베드로 시

대에는 그 당대에 적용될 수 있는 현대진리(present truth)나 진리(truth)가 있었다. 교회는 언제나

현대진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 현대진리는 현대의 의무, 그리고 이 전에 결코 없었던 고난의

때에 증거해야 할 우리를 위한 바른 위치를 보여주고 있다.”12 )

이 후 엘렌 화잇을 통해 현대진리는 더욱 포괄적으로 정의, 해석, 적용되었다. 엘렌 화잇은 현대

진리의 핵심으로 2300주야관련된 성소문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만 아니라 거래에서도 현

대진리를 전하는 자세를 가져야한다며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13 ) 리로이 프룸(LeRoy Edwin

Froom)은 자신의 책 운명의 운동(Movement of Destiny)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점진적 발전

(Progressive Development of Third Angel's Message to Consummation of Its Witness:

Unique andAmazingPlace of Spirit of Prophecy in ItAll) 도표에서 현대진리에 포함된 기별,

곧 안식일, 성소, 영혼멸절, 예언의 신, 세천사의 기별, 예언들(계 13-18장), 임박한 재림을 시금석

이 되는 진리(testing truths)로 분류하였다.14 ) 그 중 특히 임박한 재림과 심판에 대해 엘렌 화잇

은 교회증언 2권 355쪽에서 다음과 같이 현대진리라고 제시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곧 오신다

는 것을 추호도 의심치 않는다. 이것은 그저 우화가 아니라 사실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의심하지 않

았고, 지금도 우리가 주장하는 가르침이 현대 진리이며, 심판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의심치

않는다.” 그녀는 나아가 더욱 포괄적으로 “이 시대를 위한 진리[현대진리]는 복음전체를 포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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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Francis D. Nichol ed., The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The Holy Bible with
Exegetical and Expository Comment [SDABC], 7 vols,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7), 7:599.

11) SDABE, "Present Truth,", 1149 참조.
12) Present Truth , 1:1, July, 1849.
13) EV 63; CH 516; ML 38; 2TT 528 참조. “그대는 현대 진리의 주제들을 아무 데서나 끄집어내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그대는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그것을 남에게 말하는 것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 그
대는 모본을 보임으로 큰일을 할 수 있다. 그대는 사업에 있어서 그대의 신앙의 원칙을 이행 하는 데 세
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신실하게 거래하라. 일을 철저히 하라. 그대의 일을 감시하는 것은 고용주의
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그대의 모든 거래를 보고 계심을 명심하라.”(2 증언, 78).

14) 프룸은 재림교회의 교리의 발전 과정을 세 역사적 부분으로 나눈다. 그 첫째는 미네아폴리스 대총회
(Oct. 17l Nov.1)가 열린 1888년 이전(44년)을 차별적인 재림교회의 교리적 진리의 발전기 (Develop-
ment of Distinctive, Separative SDA Doctrinal Truths), 그 후 기본신조, 대총회연감, 교회요람이
만들어진 1931년까지(43년)를 마지막 세천사의 기별에 대한 바른 관계의 관점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 진
리를 강조하는 저서들의 점진적인 출현(Progressive Appearance of Books Stressing Great Chris-
tian Verities), 그리고 그 후를 셋째 천사의 기별의 승리의 마침 기간으로 그 리스도 중심, 성령 주도,
하늘 증거 기간으로 나누었다. 참조: LeRoy Edwin Froom, Movement of Destin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71), 74, 75.



있다”(6T291)고 하였다.

요약하자면 현대진리는 1844년 이후에 재림교회의 개혁운동(reform movement)의 일환으로

1) 재림직전에 살고 있는 안식일준수자들(sabbatarian)의 모든 성경적 원칙이 회복되어야한다는

사상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2) 모세의 오경이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는 성소진리가 안식일기별의 수용과 발전을 촉진시키며, 3) 셋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 주제와 신

학의 회복과 밀접히 관련을 가지고 있다15 ) 는 사상을 함축하고 있다. 이후 1849년에 첫 출판물인

현대진리(The Present Truth)를 통해 제임스 화잇은 “추수의 때가 도래했으며, 더 충분히 선포되

어질 때 양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속에서 참 목자의 기쁨의 소리를 듣기 시작할 것이다.

그 기별은 퍼져나갈 것이며, 양들은 현대진리 안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16 ) 고 말하므로 결국 안

식일과 성소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의 핵심부분이 되었다. 엘렌 화잇은 현대진리의 선포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이 오기 전에 영혼들을 구출하여한다”17 ) 고 말하므로 강

조했다. 이 후 현대진리는 1844년의 대실망을 경험한 이 후에 생겨난 새로운 안식일 준수자들의 신

학의 중심주제(central theme)가 되었으며,18 ) 결국 1949년 이 후에 현대진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

의 핵심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계 14:12)에 강조를 두었고, 이 기별을 “현대진리”, 곧

“인치는 기별”(the sealing message)로 이해하였다. 더 나아가 1849년 이 후에 계 14:12은 “짐승

과 그의 우상”(계 14:9, 11)에 대한 이해에 발전을 가져왔다.19 ) 아울러 우리가 함께 현대진리를 접

하며 고민해야할 문제 중 하나는 바데나스가 강조한 것처럼 현대진리를 주로  종말론과 하나님의

남은무리에 대한 제한적 개념(restrictive concept ofGod's remnant)을 넘어 숫자(number)와 개

종(proselytism)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justice and mercy)에 초점을 맞춘 현대진리를 선포하는

선교신학에 강조를 두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20 )

3. 현대진리와 남은무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구속의 역사에서 한 남은무리를 통해서 인간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

하셨다. 이들 남은무리는 구약의 언어적 연구에 따르면 큰 재난(catastrophe)을 통해 남겨진 한 공

동체이며,21 ) 신약,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18회나 사용되는 로이포스[loipos]나 올리고스[oligo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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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P. Gerard Damsteegt, Foundation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
(Grand Rapds, MI: Eerdmans, 1977), 146. 1863년에는 엘렌 화잇의 권면에 따라 건강기별도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이므로 현대진리에 포함시킴. E.G. White, Testimonies for the Church[TC], No.
11, 19 (T, I, 469, 470), Ibid., 228 참조.

16) [J. White], "Repairing the Breach,", 28. Cf. Edson, "Beloved Brethren," 34; J. N. Andrews,
"Dear Brethren and Sisters," Present Truth [PT ], Dec. 1849, 39, cited in Damsteegt, 162.

17) E. G. White, "Dear Brethren and Sisters", [DBS], 32 (EW, 48)
18) Damsteegt, 192.
19) Ibid.
20) Roberto Badenas, “Dealing With 'Present Truth': 2 Peter 1:12 Revisited", Exploring the Fron-

tiers of Faith, Borge Schantz and Reinder Bruinsma ed., 216, 217 참조.



도덕적 신앙의 충실함과 승리의 뜻을 담고 있는 어떤 신앙공동체, 특히 종말론적인 한 남음무리(a

eschatological remnant)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22 ) 이에 기초하여 재림교회는 재

림교회 기본신조에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한 백성에 다음과 같이 적용

하고 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

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23 )

재림교회가 “남은무리”(remnan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조직

된 1863년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미 1846년 초에 엘렌 화잇은 “해외에 흩어진 작은 남은무

리에게”(Go theLittleRemnantScatteredAbroad)라는 제목의 전단지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며,

이는 1844년의 개인적인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당시에 안식일준수 재림교인들은 자신들에게 계

12:17에 언급된 성경적 남은무리를 적용했다.24 ) 참 남은무리의 기본적인 특성인 그들에게 예언적

선물이 있으며, 또 넷째 계명에 대한 순종 등을 고려할 때 자신들이 바로 남은무리라는 것이다. 1849

년 초에 조셉 베이츠가 재림교도들을 남은무리라며 주요성경 구절을 계 12:17을 사용했다. 그 후

1849년 이 후에는 줄 곳 이 용어를 자신들에게 적용시켰다.25 ) 1874년에 이르러 G. I. 버틀러가 계

12:17에 대해 주석하면서 “지난 25년 동안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은 어디에서나 남은교회로

주장해왔다”고 언급했다.26 ) 1883년에는 W. H. 리틀존 역시 “알려진 것처럼 재림교인들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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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Lester V. Meyer, "Remnant," ABD , vol.5, 669. 구약의 남은무리 모티프의 여섯 개의 히브리어 뿌
리에 나타난다. 그 뿌리는 셰아-르(š´r : 남겨진, 남은) 펠레-타 (plṭ : 도망한), 멜레타(mlṭ피하다), 예
테-르 (ytr : 남다, 남겨두다), 셰리-트(śrd : "도망하다), 그리고 아하리트(´aharît: 남은자손)에 두고 있
다. Tarsee Li, "THE REMNANT IN THE OLD TESTAMENT" Toward a Theology of REMNANT ,
Angel manuel Rodriguez ed., Silver Spring, MD: Biblical Research Insitute, 2009, 25.

22) Richard P. Lehmann, "THE REMNANT IN THE BOOK OF REVELATION," Toward a Theology
of REMNANT , Angel manuel Rodriguez ed., Silver Spring, MD: Biblical Research Insitute,
2009, 87, 88; 대체로 구약의 남은무리를 헬라어로 번역할 시는 대체적으로 “남은무리”, “남겨진 무리”
의 뜻을 가진 레임마[leimma]/레이포[leipo]로 번역한다. V. Herntrich and G. Schrenk, "Leimma,"
TDNT, vol. 4, 194-198 참조.

23)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기본교리 27, 서울: 시조사, 1997, 148.
24) Alberto Timm, The Sancturary and the Three Angels' Messages, 1844-1863: Integrating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Seventh-day Adventist Doctrines (Berrien Springs, MI:
Adventist Theological Society, 1995), 241. P. Gerard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

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77), 146, 168, 185, 191,
244; C. Mervyn Maxwell, "The Remnant in SDA Though," AdvA , 2/2 (1988): 13-20, cited in
Frand M. Hasel, "The Remnant in Contemporary Adventist Theology," Toward a Theology
of the REMNANT by Angel Manuel Rodriguez (Silver Springs, MD: Biblical Research Institute,
2009), 160 161.

25) Joseph Bates, A Seal of the Living God. A Hundred Forty Four Thousand of the Servants
of God Being Sealed (New Bedford, MA: by the author, 189), 45, 46, cited in Alberto Timm,
161.

26) George I. Butler "Visions and Prophecy," in RH, June 2, 1874, 193.



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기 때문에 요한이 계시에서 본 바로 그 사람들이 자

신들이라고 주장한다.”27 ) 고 했다. 초기의 재림교회의 많은 지도자들, 곧 우라이야 스미스, 제임스

화잇, 엘렌 화잇 같은 지도자들의 글에서 남은무리를 재림교도들에게 적용한 예를 많이 찾아 볼 수

있다.28 )

이런 초기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이르러 과연 재림교회가 여전히 남은무리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광역적 남은무리 개념을 도입하여 복음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볼 수

있다. 특히 1950년대에 들어서면서 재림교인들은 거만하고, 배타적이며 다른 교인들의 영성에 대

해 판단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고 혹평하기까지 하였다.29 ) 이런 상황에서 1950년대 중반에 세

계교회협의회(WCC)와 교회통합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재림교회와 복음주의자들 사이에 연속적인

대화가 있은 후에 남은무리로서의 재림교인들의 자아정체성에 일련의 일탈 분위기가 조성되어 결

국 재림교회에 대한 그간의 몰이해를 바로잡기 위해 거의 700쪽에 달하는 변증 겸 정체성을 재확

인하는 책인 교리들에 대한 질문에 재림교인들이 답함(Seventh-day Advnetists Answer Ques-

tions on Doctrine/ QOD)이 나왔다.30 ) 제기된 질문 20번째 항에 누가 남은무리를 구성하고 있

는가?라는 질문은 초기의 재림교인들이 가졌던 이해와는 달리 매우 겸손한 정신에 약간의 어떤 미

묘한 변화(a subtle shift)가 나타났다. 그 변화의 단초가 바로 다음의 답이다. “재림교회는 하나님

께서 한 소중한 남은무리(a precious remnant), 일단의 열렬한 무리, 진지한 신자들을 로마 가톨

릭공동체를 배제하지 않고 모든 교회 안에(in every church)  가지고 계시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빛에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믿는다. 그 양의 큰 목자께서는 그들을 자신의 것

으로 인정하시며, 또한 그분께서는 자신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한 큰 우리(onegreat fold)와 큰 교

제(onegreat fellowship) 안으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다.” 이 후 “남은무리”라는 용어를 세계 전역

에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sincereChristians)에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자들은 재

림교회가 초기에 그들만이 남은무리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많이 상반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게 주신 빛 가운데서 신실하게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선택한 자들을 모든 시대에 가

지고 있으며, 이런 자들이 곧 불가견교회(invisible church)를 구성한다.”라는 진술에 화답했

다.31 ) 이 후 그 영향은 멀리까지 미쳤으며 그 결과는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우리에 있는 그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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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W. H. Littlejohn, "Seventh-day Adventists and the Testimony of Jesus Christ," RH, Aug 14,
1883, 14.

28) Uriah Smith, RH , Feb 28, 1856; James White, RH, Jan 8, 1857; Uriah Smith, Synopsis of
the Present Truth (Battle Creek, MI: Seventh-day Adventist Publishing Association, 1884),
302, 303.

29) Walter R. Martin,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 (Grand Rapids, MI: Zondervan,
1960), 212.

30) Representative Group of Seventh-day Adventist Leaders, Bible Teachers, and Editors,
Seventh-day Adventist Answer Questions on Doctrine: An Explanation of Certain major
Aspects of Seventh-day Adventist Belief ,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57.



하나님의 가견적인 남는교회로 초청해야하는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게 되었다.32)

재림교회 대총회 산하의 성경연구소(BRI) 소장을 역임한 로드리게스(Angel Manuel Ro-

driguez)는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남은무리에 대한 몇 특성을 자신의 논문 "Concluding

Essay: God'sEnd-TimeRemnant and theChristianChurch"에 제시하며 비록 세계에 산재한

불가견적인 우주적인 교회(invisible universal church) 안에서도 현재의 재림교회는 성경적 예언

을 따라 특별한 종말론적인 자아정체성과 사명을 지닌 지상의 가견적인 교회(visible church), 곧

남은교회라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말하고 있다.33)

첫째, 요한계시록 12-14장을 역사주의 해석원칙(Historicist Interpretation)에 기초해서 볼 때

재림교회를 남은교회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즉 요한계시록 12장은 계시록 13장과 14장에

서 더욱 발전한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쟁투의 요약이며, 13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기 위해서

용이 역사적인 수단(historical instruments)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 온 짐승 사이

의 동맹을 체결하여(계 16:12-14 참조) 계 12:17에 언급된 남은무리를 공격한다. 계 14:1-5은 시온

산에 있는 어린양과 함께 있는 남은무리가 용과 그 도구들을 부터의 공격에서 방어되고 있는 것을

묘사한다. 그 기간 동안에 남은무리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계 14:14-20) 세 천사의 기별

을 온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게 전한다(계 14:6-12). 재림교회의 성경적 정체성은 하나의 큰 쟁투 속

에 등장하는 역사적인 운동과 인물들에 대한 면밀한 연구에 의하면 12:1에 해를 입은 여자는 하나님

의 백성을 나타내며, 어린아이의 탄생은 구약의 메시아 예언이 예수의 성육신, 생애, 봉사,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으며, 아이에 대한 공격에 실패한 용은 사단으로 이해하는데 있다.34) 아이를

삼키려는 일에 실패한 용은 1260년 동안 여인 곧 하나님의 백성[교회], 즉 그 여인의 남은자손이 용

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된다.35) 이후 종교개혁의 거장들인 위클리프, 후스, 제롬, 루터 같은 가장 강

력한 종교개혁의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한 동안 잃어버린 진리들, 곧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복음의 위대한 원칙,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속죄와 그분의 완전하신 제사장적 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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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Walter R. Martin,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 Adventist Theology vs. Historic
Orthodoxy," Eternity, January 1957, 12, 13; QOD, 195 참조.

32) Frank M. Hasel, 165,
33) Angel Manuel Rodriguez, ""Concluding Essay: God's End-Time Remnant and the Christian

Church", Toward A Theology the Remnant, ed. by Angel Manuel Rodriguez, Silver Spring,
MD: Biblical Research Institute, 2009, 201-226.

34) 많은 학자들이 이런 해석에 동의한다. G. B. Caird,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St. John
the Divine (San Francisco, CA: Harper and Row, 1966), 149; Robert W. Wall, Revelation
(Peabody, MA: Hendrickson, 1991), 159; Stephen S. Smalley, The Revelation of Joh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of the Apocalypse [Downers Grove, IL: InterVarsithy, 2005],
315 등등, 참조: Rodriguesz, 205 footnote 참조.

35) “여인의 후손”의 정체성에 의견을 달리하는 많은 학자들이 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이스라엘의 믿는
자, 곧 144,000명을 남은무리로, 지상에 있는 전 세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대



등이 회복되었으며, 비성경적인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인들과 유골 숭배, 미사집전, 마리아 예배,

연옥, 고해성사, 성수, 사제의 독신, 로자리오 묵주[묵주기도], 종교재판, 화체설, 과도한 축성, 그리

고 전통에 의존하는 것 등이 포기되거나 거부되었다.36) 그러나 이런 종교 개혁자들의 노력이 사람

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더욱 성경적으로 회복될 필요가 있었으나 종교는 형식주의(formalism)

로 빠져들었으며, 급진적인 종교 개혁자들(radical reformers)이 등장했으나 이들 역시 한계에 부

딪혔다. 요한계시록은 이런 즈음에 1260년의 예언이 성취된 이 후에 여인의 후손의 한 남은무리(a

remnant/ loipos)가 여전히 남아 있어 결국 역사의 마지막에 이들이 용과 그의 동맹(계 13:11-18)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발견한다(14:1, 2). 계시

록 12장-14장에 나타난 예언적 사건들은 메시아의 오심으로부터 기독교 세기를 통과하여 그리스도

의 다시 오심 전에 이르는 역사적인 흐름의 과정 중, 곧 1260일[년] 후에 특별한 사명으로 재림운동

을 일으키셨다. 마지막 때의 이 남은무리(the end-time remnant)가 바로 하나의 역사적인 실체인

것이다.37)

둘째, 구별된 남은무리의 성경적 특성(Biblical characteristics)에 기초하여 볼 때 적절하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남은무리는 적어도 안식일을 포함하고 있는 십계명을 언급하는 하나님의 계

명(12:17; 14:12)을 준수하는 자들이라고 제시한다. 그들은 또한 “예수의 증거”는 마지막 시대의 남

은무리 내에서 예언의 선물이 나타나고 그것을 엘렌 화잇(Ellen G. White)의 봉사에서 발견하는

“대언의 영”(19:10)으로 해석한다.38) 또 다른 특성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분에 대한 믿음

에 기초한 그분의 가르침을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따르는 자들로서 용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 맹렬한 분노를 표출할 때에도 기꺼이 충성을 다하는 자들로 바로 이들이 곧 충성스런

남은무리(a faithful remnant)인 것이다. 이런 자들을 요한계시록은 정결하게 된 백성들(a

cleansed people)로써 이들을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한 자들(7:14)로 기술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을 신뢰하고 그것으로 정결케 되어 결국 승리하게 된다(12:11). 이들에게 박

해는 그들의 믿음을 시험(test)하는 것이며(2:10), 그들 역시 옷이 더렵혀지기도 하고 면류관을 잃

어버릴 위험에 직면하기도 하지만(3:11)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런 면에서 라오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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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는 Osborne, Revelation, 484-485; Smalley, Revelation, 333 참조하라. 그러나 12:13-16의 묘
사가 여인의 박해와 그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여인의 후손에 대한 용의 공격은 마지
막 시대의 교회(the church at end-time), 곧 남은무리(remnant)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있다.(참조: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A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Grand Rapids, MI:
Eerdmans, 1999], 678; Paulien, "Eschatology," 243; Stefanovic, Revelation, 394; Doukhan,
Secrets, 112; David L. Barr, "Choosing Between Readings: Questions and Criteria," in Read-
ing the Book of Revelation: A Resource for Students , David L. Barr, ed. [Atanta, GA: So-
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03], 164; Lupieri, Commentary, 188).

36) Seventh-day Adventists Believe...: A Biblical Exposition of Fundamental Doctrine (Wash-
ington, DC: Ministerial Association, 2005), 188, cited in Rodriguez, 208, 209.

37) Rodriguez, 209.
38) 이에 관하여 Gerhard Pfandl, "Identifying Marks of the End-Time Remnant," in the Book of

Revelation,"과 역시 같은 article인 "The Remnant Church and the Spirit of Prophecy," in Sym-



아 교회에 보내는 권면(3:14-22)이 남은무리에도 적용되며, 이를 로드리게스는 “교회는 언제나 개

혁되는 과정에 있다”(ecclesiasemperreformanda/ "Thechurch [is] always in [the] precessof

being reformed")는 말로 표현한다.39)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클리포드 골드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가견적인 남은교회가 신실한 남은무리의 사명을 성취할 때, 곧 재림교회는 역사적, 가견적 남은무

리(historical visible remnant)가 된다는 것이다.40)

셋째, 재림교인들에게 마지막 시대의 남은무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남은

무리의 사명에 대한 기술에 기초하고 있다. 그 사명이란 매우 밀접히 연관된 세 기별을 재림 전에 전

세계에 선포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철저히 경배하고 그분의 뜻에 의탁하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의 범세계적인 운동(a global movement)이며, 계시

록은 이를 세 천사로 상징하여 계 14:6-14에 기술하고 있다. 

1)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의 사건들 배경에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

며, 그 내용은 그분의 통치권과 지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모든 우상을 거절하고 오

직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다(14:15; 20:24 참조). 용과 그를 돕는 자들은 그분을 두려워하

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들에게 영광을 받는다. 이 기별은 구속사의 마지막이 가까웠고 하나님의 심

판이 그것의 절정을 이루는 것에 동기가 부여되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를 진정으로 경배하도록 묘사하므로 이를 주기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안식일 자체가

성경의 중심기별이다.41)

2) 둘째 천사의기별은 마지막 시대의 바벨론(end-time Babylon)과 고대 바벨론(ancient

Babylon) 사이의 표상학적인 연결 가운데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한 기술이다. 구

약에서는 바벨론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대적(archenemy/ 大敵)으로,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대적(God's eschatological archenemy)으로 그것의 정치적 세력을 강조하기 위해 큰

성으로, 그리고 신실한 여인(12:1, 2)과 대비되는 음녀(계 17장)로 제시되었다.42) 이미 이 음녀는 예

레미야와 에스겔에서 불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는 하나의 모델(a model)로 사용되어 나타

나며(왕상 18장, 19장 참조), 계시록에서 바로 이세벨을 배도와 박해의 상징(a symbol)으로, 이 여

자의 활동을 통해 잘못된 예배가 두아디라교회에 도입된 것으로 제시되었다(계 2:20). 특히 계시록

17장-19장에 언급된 음녀/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고 죽인 구약의 이세벨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다(17:4, 6; 18:7).43)바울이 살후 2:3-8에 예언한 배도한 자가 계시록에서는 바벨론/음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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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um on Revelation-Book II , 295-333을 참조하라.
39) Rodriguez, 210, 211 참조.
40) Clifford Goldstein, The Remnant (Boise, ID: Pacific Press, 1994), 78, 79, recited in Ro-

driguez, 211.
41) Mathilde Frey, "Sabbath Theology in the Book of Revelation," recited in Rodriguez, 113-126

참조.
42) 구약에서는 불충실한 아내의 상징으로 배도한 이스라엘을 묘사함(겔 16:15-34; 렘 3:1-3, 8, 9; 사 1:21;



의 상징 하에 기술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세워졌던 잘못된 종교제도(false religious system)가

이제는 기독교회 안에 들어 온 잘못된 제도가 되었으며, 재림교도들은 중세기에 발전된 이 배도가

마지막 때까지 계속되어 세계적인 국면(universaldimensions)에 도달할 것이며, 남은무리만이 이

에 대해 저항할 것으로 믿고 있다.44) 재림교도들은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원칙에서

떠나는 경향을 보이는 개신교 세계의 배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비록 “바벨론”(Babylon)이

모든 배도한 종교 조직체와 지도력(allapostatereligiousorganizationsand leadership)을 상징

하지만 특별히 종말론적 배도 과정의 절정과 최종적인 영적이고도 문자적인 바벨론의 멸망은 계시

록 13:15-17에 기술된 위기의 때에 종교와 정치세력의 연합체를 만들 짐승과 그 우상이 될 것이다.

엘렌 화잇은 대쟁투 390쪽에서 이 동일한 사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의 삼중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바벨론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초청이 주어질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그 기별은 이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기별이며, 그것으로 그 사업은 마쳐질

것이다.”45)

3) 셋째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는 것과 짐승의 표(the mark of the

beast)를 받는 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다. 재림교인들은 짐승의 표를 역사의 마지막 때에 기독교

세계에서 일요일 준수를 세계적으로 강압하는 것과 동일시해 왔다.46) 재림교도들은 오늘날의 일

요일 준수가 짐승의 표를 구성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요일 준수자들이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 엘렌 화잇은 “일요일 준수가 아직은 짐승의 표가 아니며,”47) 아직은 아무도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 믿는다.48) 고 하였다. 재림교도들은 짐승의 이름/표(name/mark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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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2:2, 4 참조)
43) Paul B. Duff, Who Rides the Beast? Prophetic Rivalry and the Rhetoric of Crisis in the

Churches of the Apocalypse (New York: Oxford, 2001), 89-92 참조, recited in Rodriguez,
213.

44)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 vol. 2, 531, 787 참조. 최초로 바벨론의 상징을 로마 가
톨릭교회에 적용한 기록을 12세기에 왈덴스 교도들과 알비젠스 교도들의 글에서 발견된다. 루터 (Luther),
윌리엄 틴델(William Tyndale), 비솝 리들리(Bishop Ridley), 존 녹스(John Knox), 그리고 다른 사람
들도 동일한 가르침을 주었다. 같은 입장을 종교개혁 후기(post-Reformation)에 King James I,
Joseph Mede, Sir Isaac Newton, John Wesley,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다른 이들도 가지 고 있었다.
이에 대해 Seventh-day Adventist Answer Questions on Doctrine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52], 198-199를 참조하라. Recited in Rodriguez, 213, 214.

45) Ellen G. White,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Mountain View, CA: Pa-
cific Press, 1911), 390.

46) 가장 최근에 짐승의 표에 대한 논의를 C. Mervyn Maxwell, "The Mark of the Beast," in Sympo-
sium in Revelation-Book II , 41-66와 Anthony MacPherson, "The Mark of the Beast as a
'Sign Commendment' and 'Anti-Sabbath' in the Worship Crisis of Revelation 12-14," AUSS
43 (2005): 267-283에서 참조하라.

47) SDABC, vol. 7, 977.
48) "no one has yet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Ellen G. White, Evangelism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46), 234. 



beast)를 일요일준수 이상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이는 전적으로 그것의 목적(purpose), 의도(in-

tentions), 기별(message)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49) 이와는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마에

받을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인을 계시록 14:1은 “이마에 기록된” 어린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

로 정의한다. 재림교도들은 이 인을 안식일 준수와 관련시키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을 포함하여 사용

한다. 즉 남은무리가 단순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 반영되고 그분께 확고하게 충성해야한다. 로드리게스는 자신의 논문에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무

리의 사명은 두 무리로 나누어지는 인류의 양극화(polarization)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한다.

전자는 계 17:14에서 언급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이며, 후자는 용과 짐승에

게 경배하는 지상에 거하는 자들(13:4)로서 첫째 그룹을 그는 주님께 속한 자들인 종말론적인 남은

무리(eschatological remnant) 또는 성도(saints)로 부르며(13:10; 14:12), 이들은 짐승의 우상을

경배하지 않는 자들이다(13:15). 이들이야말로 유일하게 어린양에게 충성스러운 역사적인 실체

(historical entity)이며, 동시에 완전히 가견적인 종말론적인 남은무리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계시

록에 있는 이 남은무리들은 1798년 이 후에 역사에 등장한 마지막 때의 한 실체(anend-timeen-

tity)인 것이다.50)

이러한 논리적이고도 성경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팎에서 종종 발생하는 교회의 정

체성에 관한 질문과 비평을 접하며 재림교회가 과연 남은무리로서의 완전한 교회(the fullness

of the Church)인가?라는 질문에 다양한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종교공동체 내에서 보다 선명

히 대답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가톨릭은 완전한 교회는 로마가톨릭교회 안에 있으며 교황과 감

독들의 상호소통 안에 있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51 ) 동방정교회는 진정한 정통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교회의 표현인 참 교회(true church)는 그들 만이라고 주장

한다.52) 개신교회는 완전한 교회란 복음과 성례전이 실현되는 각기 다른 기독공동체에 위치하

며 교회일치를 위한 대화의 목적은 완전한 그리스도 교회의 다른 표현으로 상호 이해를 이룩한

다고 생각한다.53) 이에 반해 재림교회의 견해는 비록 조직의 가치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완전

한 교회란 어떤 특정 교회조직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재림교회는 기본교리를 통

해 교회란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자들의 공동체(the community of believ-

ers)로서, 그 권위는 그리스도와 말씀[성경]으로부터 오며, 그리스도 자신이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the Body of Christ)으로서 보편적인 교회(universal church)이며 불가견적인 교회(in-

visible church)로 세계에 산재해 있다고 믿지만, 교회는 본래 불가견적인 것은 아니라고 믿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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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Rodriguez, 214, 215 참조. 50) Ibid., 216.
51) Consult Veli-Matti Karkainen, An Introduction to Ecclesiology: Ecumenical, Historical & Global

Perspectives (Downers Grove, IL: InterVarsity, 2002), 26-38, recited in Rodriguez, 218.
52) Ibid., 17-25, 218.
53) Ibid, 218.



다.54) 재림교회는 “배도가 편만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도록 한 남

은무리를 불러내셨으며,55) 이 선언이 담고 있는 신학적 의미 중 하나는 바로 이 남은무리가 하

나님의 백성, 곧 교회의 가견적 표현(the visible expression)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림교회

는 불가견적인 보편교회(invisible universal church)와 가견적인 남은무리(a visible rem-

nant) 사이에 본성과 영적 관계에 대한 도전적이고도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

이 제시한다. 

1) 보편적 불가견교회와 가견적 남은무리는 공통적 미래관(a common future)을 가지고 있다.

구약 당시의 하나님의 백성들, 곧 바벨론 유수[망명] 교회는 신비의 바벨론 제국에 흩어져 살아 온

것처럼, 1260년이 마쳐진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가견적이고도 역사적인 신실한 마지막 때의 남은무

리를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셨으며, 이들의 중요한 사명과 역할은 거대한 쟁투의 마지막에 최종적

으로 인류가 양분되기 전에 보편적인 불가견교회를 불러내는 것이다. 재림교회는 결국 불가견교회

가 역사적인 참교회(vera ecclesia)인 종말론적인 남은교회로 흡수될 것으로 믿고 있다.(12:17;

18;4)56)

2) 상기에 제안 된 두 교회 사이의 공통점은 성경적 진리에 대해 개방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openness to truth). 남은무리의 역할중 하나는 그 동안 잊혀졌고 거절되었던 성경

적 진리를 회복하고 교회가 부활한 주님과 연합하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다. 여전히 바벨론 가

운데 있는 불가견교회가 진리에 열려져 있으므로 기꺼이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일 것으로 본

다.57)

3) 재림교회는 이 두 교회는 그리스도께 대한 신실성에서 유사하나(faithfulness to

Christ), 신실함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즉 가견적 남은무리[교회]의 신실성은 하나님

의 모든 계명을 순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지만 불가견적 보편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백성

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덜 가견적(less visible)이라는

것이다.58)

4)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의 재림교도들은 “남은무리”라는 용어가 아직도 바벨론

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용한다(a "remnant," in Babylon).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의

교회단위로서의 정체는 불명확하며, 계 12:17에 있는 신실한 종말의 가견적인 남은무리는 아니

다.59) 로드리게즈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지

막 때 남은교회/남은무리(GETRP)와 보편교회(UC)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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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Fundamental Beliefs of Seventh-day Adventists, in Yearbook 2008: Seventh-day Adventist
Church (Silver Spring, MD: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day Adventists, 2008, 5-8 참조.

55) Ibid., 6.
56) Rodriguez, 221, 222.
57) Ibid., 222.
58) Ibid., 223.
59) Ibid., 224.



제시하고 있다.60) (1) 가견적 실체(entity) 대 불가견적 실체, (2) 특별한 표(specific marks) 대

(對) 결핍된 표(lacks specific marks), (3)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증거를 가지

고 있으며, 성도들의 인내를 가지고 있음 대 바벨론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다른 양들임, (4) 바벨

론에 보내는 특별한 사명, 곧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음 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름을 받

음.61)

엘렌 화잇의 권고는 우리의 불가견적 보편교회에 대한 가견적 종말의 남은교회의 사명과 자

세를 선명히 한다. 그녀의 두 교회에 대한 언급에는 사실상 혼돈이 없다. 전자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말한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으로서도 그들

이 받은 최선의 빛을 따라 생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빛을

받았으나 거기에 맞는 행위를 나타내어 그것을 활용하지 아니한 사람들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하

나님의 은총을 더 많이 받는 것이다.”(안교, 85). 동시에 엘렌 화잇은 후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법하고 죄악적인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

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계신다. 그들은 타락한 교회들에 있는 하나님을 두

려워하는 사람들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여....내 백성에 거기서 나오라’라는 기별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것이다.”62)

하젤은 자신의 논문 "TheRemnant inContemporaryAdventist Theology"에서 상기의 두 진

술과  “진리 때문에 양심적으로 다른 교회와 인연을 끊고 저들이 관습적으로 받아오던 목사와의

접촉을 완전히 끊은 자들을 위하여 깊은 동정심과 교훈으로 저들을 도와 줄 방법과 대책을 강구

하는 것이 오래된 교인들의 의무이다”(Ev 351)63)라는 화잇의 진술을 중심으로 다른 우리에 있는

양들에 대해 “사실 엘렌 화잇은 '매우 예민하다'(very sensitive)"64)라는 말로 부가적인 관심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논문의 결론에 이르러 로드리게즈의 결론과 맥을 같이하며 매우 분명하게 가견적

종말론적 남은무리의 특성을 다음의 진술에서 분명히 한다. “가견적 종말의 남은무리에 대한 성경

적 개념은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현재에 어떤 다른 개신교회보다 교회의 본질에 대해 더 명

확한(more distinct) 이해를 갖도록 만든다. 재림교도들은 교회란 근본적으로 불가견적이 아니며

오히려 전 세계를 대표하고 모든 나라, 백성, 언어를 포괄하는 하나의 실체(a reality)이다. 따라서

가장 진정한 의미의 단어로 ”가톨릭“(catholic)인 것이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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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God's End-Time Remnant People(GETRP)와 Universal Church(UC) 사이를 구별하는 약칭임.
61) Ibid.
62) Ellen G. White, Evangelism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1946), 559; 참조: Prophets

and Kings (Mountain View, CA: Review and Herald, 1917), 18, 189.
63) Ibid., 351.
64) See the footnote No 36 in Rodriguez, ed., 166.
65) 가톨릭(catholic)이란 용어는 헬라어로 카토리코스(katholikos )로, “일반적인”, “보편적인”이란 뜻이



4. 교황권에 대한 재림교회의 해석과 그 현대적 이해

1) 마지막 때와 교황권 

근래에 재림교회 내에서도 예언의 초점을 교황권에 맞추어 가는 전통적인 현대진리 개념을 포

스트모던 현대에 적용하는 것이 과연 성경적이며 바른 일인가?라며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 사회

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다. 로버트 우스노우(RobertWuthnow)가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현

대의 모든 종교, 특히 기독교회는 그간의 근본적인 변화와 결단을 요구해 온 전통적인 가르침, 계

율, 종교의례 등에서 벗어나 이미 개인적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한 취미로 전락해가면서 종교의

정체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66) 특히 금번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방문이 남긴 가톨릭에 대한

범국민적 호의신드롬은 더 이상 재림교회가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긴

유럽의 과거 역사나 신학적 신앙적 논란거리인 비성경적 교리들이 큰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오히려 가톨릭 신앙은 개개인의 내재된 종교성에 어쩌면 현대의 문화적 기호에 맞을 수 있는 보편

적인 기독교로 각인되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가톨릭교회가 “더 기독교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종

교학자들의 말을 부담 없이 인용할 정도다.6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림교회는 그 고유의 사명이 “요한계시록 14:6-12에 있는 세천사의 기별의

배경 가운데 있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여 모든 백성을 제자로 만드는 것”68)이라는 대총회의 사명 진

술서에 명시된 것처럼, 세천사의 기별, 곧 현대진리를 현대에 전하는 것은 한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

상의 중요한 시대적 사명을 부여하고 있다. 

재림교회의 신학과 교리발전사에서 교황, 또는 교황권을 적그리스도(antichrist)에 적용하거

나,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적 예언에 포함시켜서 해석하기 시작한 것은 윌리엄 밀러와 그

의 추종자들이 다니엘서 12:4, 9에 나와 있는 “마지막 때”(time of the end)에 대한 해석에서였

다.69)“마지막 때”라는 표현은 사실상 밀러운동의 모든 선교적 동기가 되었으며, 후천년주의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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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rank M. Hasel, 180; same page in Rodriguez. 현대진리를 전해야하는 책임과 사명이 재림 교
도들에게 있다. “주님께서는 자주 내게 아직도 현대 진리(present truth)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아니
한 흩어진 보배들의 필요와 형편에 대한 계시를 보여 주셨고 아울러 기별을 가진 자들이 그들에 게 빛을
전해 주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서둘러야 할 것도 보여 주셨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만 버린다면 우리가 현재 주장하는 증언들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 앞에 제
시될 때 그들은 기쁘게 현대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초기, 61)

66) 정재영, “개종자를 통해 본 한국인의 종교성,” 그들은 왜 가톨릭교회로 갔을까?, 92쪽 참조.
67) THE WALL STREET JOURNAL, 한국어판 트위트, 라이프스타일 코너, “내분과 스캔들로 얼룩진 한

국 개신교, 교황 방문에 희비 엇갈려,” By Jonathan Cheng, 2014년 9월 18일 오후 7시 25분, 구글
에서 인용 참조 함.

68) General Conference, WORKING POLICY , "A 05 Mission Statement of the Seventh-day
Adventist Church," 2010-11 edition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2010), 29.

69) 농부요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재림운동의 거장 William Miller(1782-1849)와 다른 밀러(1768-1818,



(postmillennialists), 즉 천년 후 재림설의 주장에 반대하는 논쟁에 사용했다. 윌리엄 밀러는 이

미 1831년에 “복음전파가 마쳐질 때가 영원의 입구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며, 곧 이때가 투쟁하는

교회의 마지막 상태”라70)고 말했다. 밀러는 이 말씀을 해석할 때 18세기와 19세기의 다수의 역사

적인 사실들이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특히 일단의 밀러주의자들과 밀러 자신

은 “마지막 때”를 자신의 권력을 교회 위에 두고, 지상의 왕들을 지배하며, 자신의 수익을 위해 땅

을 분배한 교황의 권력의 종말로 보았다.71) 그는 교황권이 불란서혁명 기간 중인 1798년 2월 15

일에 불란서 장군인 버티어(Berthier)가 로마에 무저항상태에 입성하여 당시의 교황을 폐위시키

고 교황정부를 폐지시킨 후 이태리에 공화정을 선언한 사건을 교황권의 종말로 보았다.72) 그 후

밀러주의자들은 교황의 포로, 천체 현상, 오토만 터키의 붕괴를 종말의 때를 이해하는 기초가 되

는 것으로 보았다.

특히 1260일(년)의 끝에 대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다른 묵시관련 구절들이 오랜 역사주의

적 해석자들에 의해 역사의 동일한 기간을 나타내는 상징적 예언적 평형구절로 받아들여졌으며, 다

니엘서 2장을 주전 6세기에서 재림 시 까지를 다루는 구속사적 사건(salvation-historicalevents)

의 상징적 묘사로 보았고, 또 단 7장, 8장, 11장, 12장 역시 동일한 역사적 영역을 다루는 것으로 보

았다.73) 동시에 요한계시록 역시 기독교회가 모든 것을 회복할 때까지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묘사

하는 것으로 보았다.74) 밀러의 해석에서 특별히 주목할 점은 다양한 묵시 구절들을 하나님의 백성

과 그들의 원수들 사이의 전쟁의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는 역사에서 두 미운물건들

(abominations)의 박해를 교회 밖의 이교도들의 박해와 교회 내에 교황권으로 보았다. 전자를 첫

번째 미운물건으로 사실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지 못했으며, 후자를 사단의

최대의 걸작품으로 교회의 무오성, 마리아 숭배, 때와 법을 변경한 교황권을 세우므로 성공한 두 번

74

William F. Miller)는 예일대 출신으로 콘네티컷주 Windsor의 장로회중교회(Presbyterian-Congre-
gational church)의 목사로, 그는 1260년을 553-1794년으로, 두 뿔 가진 짐 승을 로마교회의 종교적
인 질서로, “동방의 왕들”을 교황세력 약화시킬 나폴레옹으로, 단7장의 작은 뿔을 교황권으로 해석했다.
예일대 출신으로 1770년에 안수 받은 회중교회 목사였던 아론 키네 (Arron Kinne/ 1744-1842)단 2장
과 7장의 첫 예언의 역사적 순서로 바벨론, 메데와 페르샤, 헬라, 로마로, 계12장의 용은 로마 황제들로,
바다서 올라온 짐승은 우상숭배의 이교와 중세로마로, 두 뿔 가진 짐승, 단7장의 작은 뿔, 죄의 사람은
로마교회, 또는 교황권으로 해석함. LeyRoy Edwin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Prophetic Interpretation [PFF], 4 vols. Washington, DC: Re-
view and Herald, 1978, 4:186-189 참조. 

70) William Miller, Manuscript of an Article for the Vermont Telegraph [MSVT], No. 8,c. 1831,
1, 2.

71) William Miller, Evidences from Scripture and history of the Second coming fo Christ About
the Year A.D. 1843...[ESH ], 1836, 74, recited in P. Gerard Damsteegt, Foundations of the
Seventh-day Adventist Message and Mission, Grand Rapids, MI: Eerdmans, 1977. 20, 21.

72) Miller, ESH, 1836, 74. 물론 다른 밀러주의자들, 특히 조시아 리치(Josiah Litch)는 그 원칙을 받아 들
이면서 아울러 종말개념을 1798년부터 실제 종말까지로 확장하였으며, 1260년이 단 7:25로 더욱 확실
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Litch, "Discussion", 59.

73) See Froom, PFF, I, II, III, IV 참조.



째 미운물건으로 보았다.75) 다니엘 2장을 네 왕국의 출현, 곧, 금머리를 느브갓네살의 갈데아왕국,

메데-페르샤, 헬라, 로마제국으로 해석했으며, 그 후에 그는 로마왕국과 철과 진흙을 두 미운물건

모티프, 즉 이교(pagan)와 법왕(papal)이 섞여 있고, 이는 곧 인간의 씨(theseedofman/ 단 2:43),

곧 교회와 정부, 교권과 시민권이 정부에 섞여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76) 그는 단 7장 역시 사자-바

벨론, 곰-메데 바사, 표범-헬라, 넷째 짐승-로마제국, 그리고 넷째 짐승에서 두 미운물건 모티프

를 가져왔으며, 이 짐승의 열 뿔을 열 발가락과 비교하여 고트, 훈족, 반달에 의해 A.D. 476년에 분

열된 10왕국으로 보았으며, 이 10왕국을 밀러는 영국, 불란서, 스페인, 독일, 오스트리아, 프러시아,

라베나, 롬바르디, 로마로, 그리고 리치는 열 뿔을 훈족, 오스트로고트, 비시고트, 프랑크, 반달, 수

에비와 알란, 블군디, 헤루리, 루기 또는 투링기, 삭손과 앙겔스, 롬바르디로 보았다. 또한 작은 뿔

(little horn)을 많은 유럽과 미국의 개신교회 주석가들이 본 것처럼 교황권(papal power)으로 보

았다.77) 밀러 당시에 미국의 주석가들 중 EliphaletNott[1804], JoshuaL. Wilson, StephenH.

Tyng[n.d.], John Robinson[1843] 등은 모두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들로서 면밀한 성경연구를

통해 요일 2:18의 적그리스도, 단 7장의 작은 뿔, 살후 2장의 죄악의 사람을 모두 교황권으로 보았

다.78) 밀러는 본 해석에서 연일원칙(yeardayprinciple)을 “때”(time)에 적용했으며, 한 때는 360

일(년), 두 때는 720일(년), 그리고 반 때는 180일(년)로, 도합 1260일(년)로 해석했으며, 그 기산점

을 동로마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가 로마의 감독을 세계의 감독으로 만든 538년으로

보았다. 밀러는 요한계시록 11:2, 3; 12:6, 14; 13:5을 1260일과 두 번째 미운물건과 관련시켜 두 증

인을 성경, 곧 신약과 구약으로, 성전 밖 마당을 42달(1260일)동안 짓밟힐 교회로 보았으며, 계 12:6

을 여인이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았으며, 동시에 기독교회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한 박해로,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압제를 가한 것으로 해석했다.79) 짐승의 참

람된 행동과 42달 동안의 권세(13:5, 6)를 교황권의 참람된 주장으로, 42달을 538년에서 1798년까

지로 해석했다. 밀러는 계시록 13장을 교황의 정치적(13:1-10), 교회적(13:11-18)으로 적그리스도

(antichrist)로 보았으며, 후에는 첫 짐승을 이교로마로 짐승의 우상을 교황로마로 보았다.80) 따라

서 1798년을 묵시적 예언을 받아들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의미심장한 해로 받아들여졌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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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Daniel, Interpretation of,” SDAE , 325 참조.
75) Miller, ESH , 1836, 50, 51 참조. J. N. Andrews, "The Sanctuary," RH , Jan. 6, 1853, 129 참

조.
76) Ibid., 40. Litch, "Historical Prophecy," MC, Aug. 10, 1843, 195; E. G. White, MS 63, 1899

(SDABC, IV, 1955, 1168, 1169) 참조.
77) Martin Luther[1522], Johann Funck[1558], Virgil Solis[1560], Heiinrich Bullinger[1557], Thomas

Cranmer[1582], Thomas Brightman[1614]는 요일 2:18의 적그리스도와 단7장의 작은 뿔 을 모두 교
황권(papacy)으로 해석함. Luther, Andreas Osiander, Nicholas Ridley, Bale는 마 24:15의 미운
물건도 교황권으로 해석함. (Froom, PFF 2:528, 529). 유럽의 개신교와 종교개혁 후기 주석가들에 대
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Froom, PF F, II, 528-31, 784-87 참조; 17, 18세기의 미 국의 주석가들
을 위해서는 같은 책 2권 252; 19세기 유럽의 주석가들은 같은 책 744, 그리고 밀러와 동시대인 1798-
1844는 같은 책 4권 396을 참조하라. 

78) Froom, PFF, 4:396, 397.
79) Miller, ESH, 1833, 43-48 참조.



단 12:4의 성취는 불란서 혁명과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천체의 징조들(cosmic signs)에 대해 18세기와 19세기 초반에 발생한 일단의 현상에

대해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은 임박한 세상의 종말 관련 징조로 해석했으며, 그 중 다수의 밀러주의

자들은 21절에 있는 큰 환란(the great tribulation)을 이교와 법왕 로마에 의한 박해로 인한 고통

으로 간주했다.81)

2) 재림의 때와 2300주야. 

미국과 유럽에서 19세기 중엽에 역사주의자들의 관심은 이미 불란서 혁명으로 성취된 다니엘

서 7장과 1260일에서 아직 미래에 있을 재림으로 인도하는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 예언으로 넘

어갔다(8:14).82) 당시에 많은 주석가들이 단 8:14을 연일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문자적 해석으로 안

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Antiochus IV, Epiphanes)로 해석하고 있었으나 미국과 유럽의 역사 해

석자들은 이 예언의 기산점인 기원 457과 453년 사이에서 시작되어 1843년과 1847년 사이에서 끝

날 것으로 확신했다.83) 이들은 단 8:9-14의 작은 뿔은 이교와 교황로마이거나 이슬람(Muham-

madanism[Islam])으로 해석했다.84) 특히 복음주의 성직자였던 캠프벨(David Campbell)은 다니

엘서 8장의 작은 뿔을 이슬람으로 해석했는데 그 이유를 작은 뿔이 정치적이기 보다는 악한 세력이

고, 또 지역적으로 알렉산드의 네 왕국 중 하나인 시리아(syria)로서, 이곳은 유대인의 성소를 짓밟

은 쾌락의 땅(thepleasant land)이며 동시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땅이므로 지역적으로 단 8:9의 작

은 뿔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85)

이런 주장에 대해 역사주의자들과 밀러는 작은 뿔이 알렉산드 제국이 나누어진 네 왕국 중 하

나에서 나오며, 이 왕국은 주전 148년에서 주전 30년 사이에 로마제국의 영토였으며, 모하멧은

주후 622년에 일어났으므로 작은 뿔은 “그리스도 전”(before Christ)에 존재해야했다는 것이

다.86) 따라서 캠프벨의 해석은 단 7장과 단 8장 사이의 통일성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87)

리치가 지적한 것처럼 단 7장은 교황권으로 단 8장은 이슬람으로 해석하는 것에 모순이 있다는

것이다.88) 역사주의자들은 2300주야의 끝을 교회의 정결, 참예배의 회복, 적그리스도 곧 교황의

파멸, 모슬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회복, 터키의 멸망, 천년기의 시작, 왕국의 설립, 대속죄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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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Ibid., 1836, 56.
81) Joel Spaulding, "Exposition on Matt XXIV," ST, Sept. 14, 1842;[Litch], "The 24th of Matthew,"

MC, Aug. 17, 1843, recited in Damsteegt, 25.
82) Froom, PFF , IV, 204-25.
83) De Rozas는 단 8:14의 2300주야를 2300년[겔 4:6 적용]으로 계산해서 그 마지막 날에 적그리스도가

멸망할 것으로 봄. Ibid., IV, 301-29, 404, cited in Damsteegt, 30.
84) Ibid.,397, 405.
85) [David Campbell], "Mr. Campbell's Reply to Mr. Miller...," ST , April 15, 1840, 9.
86) Miller, "Campbell, Smith and Other," 1.
87) [David Campbell], "Mr. Campbell's Reply to Mr. Miller...," ST , April 15, 1840, 34, 35.
88) Litch, "Ethan Smith," 17, cited in Damsteegt, 59, 60.



는 재림으로 해석했다.89)

1843년에 들어와서 개신교회 내의 반 밀러주의 정신(anti-Millerite sentiment)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밀러운동에서 이탈하면서 로마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개신교회(Protestantism)도 바벨론

을 구성하고 있다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라는 신학과 외침인 찰스 피

치(CharlesFitch)의 설교가 자리잡게 했다. 그는 바벨론을 적그리스도로 정의하면서, 그 누구든지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통치(PERSONAL REIGN)

에 반대하는 자라고 하였다.90) 그는 로마 가톨릭을 적그리스도로 본 것은 교황권이 권세를 얻고 교

황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으며, 가톨릭은 자신들의 통치를 영적으로 영속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의 강림을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91) 공인된 그리스도인 세계인 가톨릭과 "기독교분파"(Chris-

tian sects)를 반대하는 개신교회가 둘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했다.92) 피치의 두 번째 설교에서 계

18:2에 있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문맥을 통해 로마 가톨릭교회로 보았으며, 그들의 압제 정신에서는

개신교회들의 자만심, 세속적 재력과 권력욕에서 적그리스도에 넣었다.93)

단 8:14의 2300주야에 대해 클로지어(Crosier)는 밀러와는 달리 그리스도께서 승천 시에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으며, 1844년 10월 22일에 처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두 국면의 봉사

(twophasesofministry)에 대한 성경의 유추적 해석과 표상학적 해석(analogyandtypology)을

제시했다. 이것을 클로지어는 새 언약의 참 장막[성소]을 문자적인 하늘 성소로 해석했다. 이 일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 후에 있는 일이며 2300주야의 끝에 성소가 짓밟히고 또 정결케 되는 것

이었다.94) 단 8:11의 성전의 짓밟힘은 로마당시에 로마라는 도구를 통해 있었으며 결코 지구나 팔

레스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로마는 자신을 만군의 주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자칭했으며, 단

11:30, 31에 깃딤의 군사를 거룩한 언약을 더럽힌 시민과 종교적인 군대(civilandreligiousarms),

즉 로마와 기독교 사도들이 연합하여 언약을 더럽힌 것으로 보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참람

되고, 불경스럽게 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렘 34:16; 겔 20; 말 1:7). 같은 맥락에서 클로

지어는 성소를 더럽히고 하늘 성소를 짓밟은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짐승”(politico-religious

beast)과 같은 것으로 봤다(계 13:6; 시 10:2;19; 렘 17:12; 히 8:1, 2). 그는 살후 2:1-8을 중심으로

이 일을 교황의 명칭(titles)을 “주 하나님 교황”(Lord God the Pope), “거룩한 아버지”(Holy Fa-

ther), “교회의 머리”(Headof theChurch)로 부르며, 하나님의 모조 성소(counterfeit 'templeof

God')에 앉아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자신도 행한다고 주장한다고 했다.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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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Ibid., 397, 404; Sandeen, Fundamentalism , 52.
90) Fitch, Come Out, 9.
91) Ibid., 11.
92) Ibid., 13
93) Ibid., 16, 17, 19. 피치의 호소: "If you are a Christian, come out of Babylon ! If you intend to

be found a Christian when Christ appears, come out of Babylon , and come out NOW!" 
94) Crosier, "Law of Moses," 38, cited in Damsteegt 125, 125.
95) Ibid., 38; Bates, The Opening Heavens...,1846, 32; U. Smith, "The Sanctuary," RH, March



1843-44 겨울에 제칠일 침례교인 라첼 오크스(RachelOakes)가 뉴헴프셔의 워싱턴에 있는 밀

러파 재림교인들에게 안식일 기별을 소개했으며, 감리교 재림신자였던 프레데릭 휠러(Fredrick

Wheeler)와 여러 명이 1844년 봄에 북미에서 첫 안식일준수 재림교인이 되었다. 그 해 늦게 자유

의지침례재림교인이며 성직자였던 토마스 프레블(Thomas M. Preble)이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곧

자신의 새로운 확신을 출판물에 실었다.96 자신의 성경강해에 안식일준수는 여전히 유효한 십계명

의 준수이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영원한 표(everlasting sign)이며, 로마 가톨릭교회가 이 날을

첫째 날로 변경했으며, 역사적으로 단 7:25의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할 것이 성취되었으며 따라

서 일요일을 준수하는 자들은 교황의 일요일 준수자들(Pope's Sunday Keepers!)이며, 하나님의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들(God's SABBATHBREAKERS!!!)로 보았다.97)

1851년에 안식일준수 재림교인들은 종교통합운동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비 근본적인 것들

(nonessentials)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essentials)에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할 주제는 둘째 천사

의 기별로 완전히 결정지어졌다고 했다.98) 1852년에 제임스 화잇도 이에 동의했으나 이들의 연합

은 인간이 만든 신조로 회심자들을 동화시키고 큰 성 바벨론의 혼란이 성취되는 것이므로 비 재림

교인들이 이에 하나 되는 것에 비판했다.99) 1870년에 코트렐은 세 종교통합운동을 구분하면서 첫

운동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기독교통합회의(Ecumenical Council)를 소집하여 연합의 결속으로 교

황의 무오성(infallibility)을 선언한 것이며, 둘째는 개신교 교회협의회(Protestant Ecumenical

Council)가 즉각적으로 교회연합을 제안한 것이다.100)

1851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의 또 하나의 의미심장한 발전은 계 14:9-11에 대한 이해를 계 13장

의 상징주의 배경의 해석의 열쇠를 가진 앤드루스의 “짐승과 그의 우상”(thebeastandhis image)

에 대한 해석이다. 앤드루스는 계 14:9-11의 짐승을 단 7장의 넷째 짐승과 동일시한 계 13:1-10의

짐승과 같이 본 것은 1) 첫째 요한 당시의 세 짐승들(제국들)은 지나갔고 단지 다니엘의 넷째 짐승만

요한에게 보였기 때문이며, 2) 둘째는 두 짐승들이 다 바다에서 나왔기 때문이다.101) 후에 앤드루스

는 로마제국의 보좌[수도]가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고, 로마 자체는

후에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에 의해 교황들(Popes)에 주어졌다는 것을 부가했다.102) 앤드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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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854, 78; cited in Damsteegt, 126, foot note 146 참조. 
96) Froom, PFF, I, 941-52 참조. 그는 북미에서 출판물로 안식일을 옹호한 첫 사람이며, 그의 설교가 HI,

Feb. 28, 1845에 실렸으며, 특별호도 만들었다. 그는 1847년에 안식일 준수를 정지하고 후에는 안식일
을 반대했다.

97) T. M. Preble, A Tract, Showing that the Seventh Day Should Be Observed as the Sabbath...,
1845, 10. Cf. Preble, "The Sabbath," HI, Feb. 28, 1845 in RH , Aug. 23, 1870, 74; Froom,
PFF, IV, 908, 911, 913, 916, 92. 이 견해는 제칠일 침례교의 역사해석의 표준이었다, cited in
Damsteegt, 137, 138.

98) Cottrell, "From 'A Letter to th Disciples of the Lord,'" RH , April 7, 1851, 61. cited in Ibid., 186.
99) [J. White], "Babylon," RH, June 10, 1852, 20.
100) 100) Cottrell, "Unity of the Church," RH, Oct. 18, 1870. 바티칸 제1차 공의회 참고자료임.

Damsteegt, 186 참조함.
101) Andrews, "Revelation," 82.
102) Andrews, 'Three Angels of Revelation XIV, 6-12,"(TAR) RH , March 20, 1855, 194[TAR, p.



계 13장의 짐승은 넷째 짐승으로부터 교황권의 형태(Papal form)를 갖췄는데, 그 이유는 보좌와 권

세를 이교로마[계 13:2]인 용에게서 물려받았기 때문으로 결론지었다.103)

1860년에 와서 국가의 법에 교회의 재산이 보호를 받고 또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 안식일준수

재림성도들이 공식적인 조직을 가지게 되자 666을 두 뿔 가진 짐승으로 믿고 있었던 많은 신자들

의 반대에 봉착했다. 제임스 화잇에 따르면 “반대자들은 짐승의 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

의 분파의 이름(sectarian names)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느낀 것 같다.104)” 반대자 중 한 사람

이었던 코트렐은 법인을 갖는 것은 두 뿔 가진 짐승(two-hornedbeast)의 이름을 갖는 것이며 정

교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교회의 보호를 위해 국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제임스 화잇은 666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아니라 교황권 짐승(the papal beast)을 언급하는 것이

라고 답했다.105)

유라이어 스미스는 666이 계 13의 첫 짐승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다고 했지만 1865년에 재림교회가 일반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

다.106) 그는 1832년에 붙여진 TheReformation이라는 익명의 작품에 우리가 지금까지 짐승의 수

로 제안해 혼 것 중에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교황이 자신에게 적용한 참람된 이름이라고 했다. 그

는 교황은 보석으로 글자가 새겨진 주교관을 쓰며, 교황의 직명은 비카리우스 휠리 데이[Vicarious

filii Dei], 곧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Viceregent of theSonofGod]로서 666의 숫자의 값을 지니

고 있다. 그 수는 V-5, I-1, C-100(a와 r은 숫자로 사용하지 않음), I-1, U-5(이 전에는 V와 같은

수였음), (s와 f는 수로 사용하지 않음), I-1, L-50, I-1, I-1, D-500, (e는 수로 사용하지 않음), I-

1. 이 모든 수를 더하면 666이 된다고 했다.107)

상기의 해석들은 사실상 전적으로 초기의 재림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찾아낸 해석체계가 아

니다. 이미 많은 기존의 성경해석가들의 해석들을 참조한 것이 분명하다. 예컨대 불법의 사람(살후

2), 바다에서 올라 온 첫 번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계 13), 음녀와 바벨론(계17장),

붉은 빛 짐승의 일곱 머리 등을 교황권으로 해석한 비 재림교회 주석가들이 많다. 그 몇을 언급한

다면 다음과 같다. 말르틴 루터(1522), 필립 멜랑히톤(1543), 단드레아스 오시안더(1545), 마티아

스 플라시우스(1556), 하인리히 벨린저(1557), 조지 니그리누스(1570), 데이빗 키트류스(1572), 요

한 훈커(1558), 토마스 크램머(1582), 존 베일(1550), 존 제웰(1562), 데이빗 파류스(1618), 휴거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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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llen G. White, SP, IV, 276.
103) Ibid.; GC, 438.
104) J. White, "Organization," RH, July 16, 1861, 52.
105) Cottrell, "Making Us a Name," 181, 182.
106) 유라이어 스미드는 계 13:18의 666을 사람의 이름과 직명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인 Vic-

arius Filii Dei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교황에게 일차로 적용되어야한다고 함. Uriah Smith, The
Prophecies of DANIEL and the REVELATION, (Hagerstown, MD: Review and Herald, 1972),
619-623 참조. 

107) Smith, "Revelation," 225; SDABC, VII, 823, 824. 원래 이 해석은 초기 주석가였던 헬빅 (Andreas
Helwig/ c. 1572-1643)이 한 해석이었던 것 같다. 참조: Froom, PFF, II, 605-608>



로티우스(1640), 헨리 하몬드(1653).  이 들은 대부분 진술된 주제들 중, 불법의 비밀, 첫 짐승, 음

녀, 바벨론에 대해서는 교황권으로 해석했으나, 마르틴 루터(1522)는 그 중 작은 뿔은 교황권과 오

스만 터기로, 계 13장의 첫 짐승은 제국로마로, 계 17장의 일곱 머리는 해석을 유보했다. 멜랑히톤

(Philipp Melanchtohon)의 경우는 불법의 사람, 바벨론에 대해서는 교황권으로 해석했으나 요한

폭스(1587)와 데이빗 키트류스는 불법의 사람을 로마의 감독으로, 계 13장의 첫째 짐승을 제국로마

로 보았다. 이들 중 계 13장의 첫 짐승과 둘째 짐승에 대해 약간의 차이를 두는 사람들이 있다. 일

례로 데이빗 키트류스는 첫 짐승을 로마제국으로 폭스는 이교로마로, 존 나피에르(1593)는 라틴인

으로, 블라시우스 비에가스(1601)와 코르넬리우스(1620)는 미래의 적그리스도로 해석했다. 둘째

짐승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오시엔드는 교사들로, 베일은 고위

성직자들로, 폭스는 로마의 감독으로, 라피데는 선구자들로, 토마스 브라이트마스(Thomas

Brightmas/ 1614)는 마지막 교황권으로, 크레티우스는 이교예배로 해석했다. 그러나 공통적인 것

은 대부분 성경의 가르침에서 떠난 종교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을 핍박하는 종교주체들로 해석

했다.108) 특히 1798년에서 1844년까지의 주요 비 밀러주의자들(non-millerite)의 해석원칙에서

요일 2:18의 적그리스도, 단 7장의 작은 뿔, 단 11:44의 북방 왕, 살후 2장의 불법의 사람을 교황권

으로, 작은 뿔을 삼중면류관으로 해석한 학자는 우잘(1795)이며, 수많은 학자들과 주석가들, 특히

벨크넵 제르미(1798), 베이컨 저지(1799), 복음주의협회(CEM/ 1803-15), 자유복음해럴드(1808),

드와이트 티모디(1812), 조슈아 윌슨(1828), 멕코클레 셈(1830) 브라운리 움(1834), 존 로빈슨(1843)

이 요일 2:18의 적그리스도와 단 7장의 작은 뿔, 그리고 살후 2장의 배도, 곧 불법의 사람을 교황권

으로 해석했다.109) 특히 윌리엄 밀러의 19세기 초중반의 재림운동 직전에 적어도 50명의 주요 비

재림운동 관련자들이 이 방향으로 그룹을 이루듯이 적그리스도(antichrist)를 교황권(papacy)에

적용했으며, 극히 몇 예외적인 경우를 제하고는 다니엘 2장과 7장의 네 제국들을 연속적인 나라들

로, 작은 뿔을 극히 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교황권으로 해석했으며, 영국의 대분의 주석가들은

1260년이 불란서 혁명으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재림 시에 세워질 것으로 보았다. 대

부분의 개신교 저술가들은 불법의 사람(ManofSin)을 교황권으로 보았다.110) 따라서 재림운동 초

기의 밀러운동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해석이 성경의 전통적인 해석에서 지나치게 이질적이지 않다

는 것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초기 재림교회의 역사적 자료를 중심으로 교황권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해하

게 되었다. 이들의 연구들이 지금의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교리와 예언해석에 기초가 되었다. 이 후

예언해석과 관련된 다수의 서적들과 논문들이 나왔다. 근래에 이르러 교황권에 대한 교단의 공식

적인 진술과 연구발표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비 재림교인들을 위한 답변형식의 첫 책인 Sev-

enth-day Adventists Answer Questions on Doctrine[QOD]111)이다. 이 후 SDA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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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Froom, PFF, 2권 530, 531 참조.
109) Froom, PFF, 4권, 396, 397 참조.
110) Ibid.
111) 19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재림교회의 교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교단 밖으로부터 있었고, 또 미



Commentary, Symposium on Daniel, Symposium on Revelation, I, II,112) 대총회성경연구

소(BRI)를 통해 이와 관련된 서적과 논문들이 출간되거나 발표되었다.113)

재림교회는 공식적으로 교황권에 대해 계 13:16, 17의 안식일과 짐승의 표(mark of the beast)

와 관련하여 대답한다. 즉 QOD의 질문18에서 재림교인은 안식일 문제를 짐승의 표와 연결시키는

것과 그 문제를 강조하는 것이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음

과 같이 답하고 있다. 그 답을 요약하자면 재림교회는 성경의 예언이 마지막 날에 교황권이 권위의

표를 가지고 부활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짐승의 표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대 종교

적 위기(the last great religious crisis)와 연결되어 부과될 것을 믿으며, 짐승의 표를 교황권이나

로마교회의 명령을 받는 것과 연계시켜 해석했다.114)

재림교회는 우선적으로 작은 뿔에 대한 주변의 질문에 명쾌히 답한다. QOD는 다니엘 8장과 관

련하여 24번째 질문인 1) 2300주야(년), 2) 로마를 말하는 수염소의 현저한 뿔 넷 중 하나에서 나온

작은 뿔, 3) 성전이 짓밟히는 일과 그 후 성전이 정결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우선 큰 뿔, 현저한 뿔 넷, 그 중 하나에서 나온 심히 커진 작은 뿔은 이교 로마와 거기서

발전한 법왕로마로 제시하며, 단 2장, 7장, 8장을 종합해볼 때 8:9의 작은 뿔은 이교와 법왕 로마를

둘 다 상징한다. 그 후에 단 8:10-13, 23-25; 11:31과 12;11에 등장하는 작은 뿔은 둘 다 이교로마

와 법왕 로마(pagan and papal Rome)를 상징한다. 2300주야는115) 년(years)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daily)를 히브리서 8장과 9장을 배경으로 “매일”(tāmid)을 성소와 연결 지어 드려지는 정규

적으로 매일 드려지는 성소봉사(sanctuary service/ 단 8:11-13; 11:31)로 “더럽히는 범죄”는 매일

드리는 봉사를 멈추게 하고 비효과적으로 하는 이교 로마와 교황로마를 나타내는 것이 확실하며

(surely),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로마 군대에 의해 지상의 성전이 AD70년에 파괴되는 것에 적

용했다(마 24:1-3, 15-20; 눅 21:20). 그러나 다니엘서 11:31은 단 8:11, 13과 평형을 이루며 둘 다

성소와 그 파괴를 언급하고, 매일 드려지는 제사가 제하여버리는 것에 적용한다. 따라서 그리스도

는 단 8:13, 14을 부분적으로 예루살렘에 적용시키셨으므로, 재림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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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의 큰 장로교회출판소 중 한 곳으로부터 새로운 교단과 종교단체들의 역사를 담은 책의 출판 을 위해
저자와 학자들의 여러 번의 대총회 방문을 계기로 본 교단에서는 일련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편집위원
회를 구성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형식으로 책을 만듬. Seventh-day Adventists Answer Questions
on Doctrine,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7. 

112) Frank B. Holbrook, ed., Symposium on Revelation: Introductory and Exegetical Studies,
Book 1,II, Daniel and Revelation Committee Series vol 6, 7, Silver Spring, MD: Biblical Re-
search Institute, 1992. 

113) Angel manuel Dorfiguez, ed., Toward A Theology of the REMNANT; An Adventist Eccle-
siological Perspective, Biblical Research Institute Studies in Adventist Ecclesiology-1, Silver
Spring, MD: Biblical Research Institute, 2009; Angel Manuel Dorfiguez, ed., Message Mission
and Unity of the Church, Biblical Research Institute Studies in Adventist Ecclesiology-2,
Silver Spring, MD: Biblical Research Institute, 2013.

114) 위클리프의 친구
115) QOD , 254, 255.



한다. 1)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버리는 것은 AD 70년에 이교로마(pagan Rome)에 의해 그 봉

사가 영원히 정지되었고(단 8;11, 13; 11:31 참조; 마 24:1-3, 15-30; 눅 21:20과 비교하라), 2) 매일

드리는 제사가 법왕 로마(papal Rome)에 의해 혁신적인 사제의 중보기능, 미사의 희생제사, 고백

과 마리아 숭배 등이 성공적으로 하늘의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서

비활동적이거나 제하여버린 것을 나타낸다고 보았다(히 7:25; 8:1-5; 9:24 등 참조).116)“심히 자

란” 뿔을 로마에 적용하는 것은 로마가 단 8장을 구체적으로 성취한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하나님

의 백성을 짓밟았으며(8:10), 수 세기 동안 압제자들, 네로, 도미시안, 디오클레시안 등을 통해 박해

하였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행 3:15; 계 1:5) “만왕의 왕”을 대적하였으며(8:25), 로마 병정들

이 그분을 못 박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고, 무덤에 넣어 로마인장(Roman seal)으로 인봉했다. 후

에 로마는 법왕로마 형태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매일의 중보(tāmid)가 행해지는 하늘의

성소를 지상의 수많은 제단들에서 드려지는 대체 제사[미사]를 행하므로 짓밟고 훼손했다(히 7:25;

요일 2:1). 가견적인 교황의 권위가 성령으로 인도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했다(요 14:16, 17; 16:7, 13). 이 일을 통해 그리스도와 예배자들 사이를 인간의 장벽으로 막고,

믿음올 얻는 구원을 공로로 대치시켰다.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봉사는 사실상 짓밟히고 추방

되었다(cast down).117) 즉 QOD는 작은 뿔이 교황권과 로마 가톨릭의 종교형태임을 분명히 했다.

재림교회가 교황권과 로마가톨릭교회를 작은 뿔, 불법의 아들, 첫째 짐승, 바벨론에 적용한 것

은 1992년에 출간된 대총회 산하 다니엘과계시록위원회(Daniel& RevelationCommittee/ DAR-

COM)의 시리즈 2권, 6권, 7권118)을 통해 다시 한 번 재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몇 연구주제를 종합

적으로 다루므로 지금까지 제시된 예언 해석의 연구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1) 짐승의 표 (The Mark of the Beast). 이미 상기에 언급된 것처럼, 과거의 많은 주석가들이

짐승의 표를 로마교회(church of Rome)로 해석했지만, 사실 재림교회는 이 보다 더 앞서 나아가

로마 공동체(RomanCommunion)가 오랫동안 기독교회에 영적인 문제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중요

한 증거로 사용했던 일요일 준수를 십계명의 일곱째 날 안식일에 상반된 일요일을 마지막 때에 준

수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조직의 힘으로 제시하고 있다. 재림교회의 분명한 입장은 바다에서 올라

온 짐승이 “표”를 받도록 강제하며(계 13:1-10), 그 짐승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넷째 짐승(단 7:8, 25)

의 머리에서 나온 사람의 눈과 입을 가진 작은 뿔(little horn)이며, 바울이 예언한 “불법의 사람”

“불법한 자”(살 후 2:1-8)와 동일하며, 이는 이미 초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시한 것으로, 곧

“적그리스도”(antichrist)로 간주한다. 종교개혁 이전에 많은 저자들은 적그리스도를 오늘날 보수

주의자들의 대중적인 해석에 기초가 된 어떤 한 개인(a single individual)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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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Ibid., 256, 257.
117) Ibid., 257, 158.
118) Daniel and Revelation Committee에서 7권의 책을 시리즈로 출판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3권, 즉

제2권(Symposium on Daniel), 제6권(Symposium on Revelation - Book I), 제7권 (Symposium
on Revelation - Book II)에서 해석결과를 가져왔다.



교 개혁자들은 이를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어떤 교회적 제도, 곧 교황권으

로 본다.119) 재림교회는 이런 구절에 대한 종교 개혁자들의 분석을 존중히 여기며 짐승의 표를 예

언 해석의 두 면에서 교황권으로 본다. 1) 작은 뿔이 “때와 법을 변경할 것”(단 7:25)은 하나님의 법

인 십계명에 관련된 것으로 예견하며, 2) 계시록의 예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

고(계 12:17; 14:12), 또 거절과 죽음의 형벌 하에서 마지막 때의 표를 받도록 압력을 받게 될 것을

특징짓고 있다. 역사는 로마 공동체가 서방에 광범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매우 초기에 안식일에

반대되는 일요일의 신성성을 받아들이고 강제한 무수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예언적 평가는 옳으

며, 교황권은 십계명, 특히 넷째 계명, 그분의 율법에 하나님의 인이며 창주주로서의 자신의 권위의

표인 넷째 날을 특히 변경하였다. 재림교회에 들어온 안식일을 변경하여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모든 부류의 영적 상태(spiritual condition)를 담고 있

다. 그분의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복종하는 하나의 표로 진정한 안식일

준수가 주는 의미인 것이다(출 31:13; 겔 20:12). 마지막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여부는

그들이 유예의 기간 동안에 그들이 계발한 품성의 상태를 나타내게 될 하나님의 인이나 아니면 짐

승의 표를 받는 것으로 결정될 것이다.120)

2) 바벨론: 적그리스도(Babylon: Anti-Christian Empire)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회의 유명

한 학자들은 음녀 바벨론(계17장)을 실제로 일곱 언덕에 위치해 있으면서 아우구스투스로부터 도

미시안 황제에 이르는 일곱 선별된 왕조에 의해 통치된 고대 로마도성을 상징한다고 한다. 어떤

주석가들은 음녀/짐승 바벨론을 1세기나 마지막 때에 적용시키는 과거주의와 미래주의적 해석을

섞기도 한다. 이런 견해는 성경적 배경과 예언적 자료에 맞지 않다. 과거주의적 역사비평견해

(preterist/historical-criticalposition)121)는 계 13장과 17장에 나오는 관련 짐승을 묘사하고 있

는 얘기들과 맞지 않다. 실제로 계시록 12장과 13장은 음녀/짐승이 상징하는 것을 정의하는데 기

초가 된다. 계 17장의 바벨론은 어떤 정치적인 실체가 아니라 종교적인 실체(religious entity)이

다. 신약의 바벨론은 마지막 일곱 재앙과 아마겟돈으로 인도하는 마지막 사건들 가운데서 주요 역

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온건 미래주의적 견해(moderate futurism)122)는 다니엘서가

계시록을 위한 주요 예언적 모델이 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다니엘의 일관성/역사의 독특한

양식이 마지막 때에 정점을 이루며, 일관된 역사주의적 관점이 계시록의 구조에 녹아 있다. 하나

님의 영원한 왕국의 회복에서 초기의 배경과 마지막 때의 절정 사이의 기독교 역사의 묘사에는 갭

119) C. Mervyn Maxwell, "The Mark of the Beast," Symposium on Revelation - Book II, Frank
B. Holbrook, ed. 41, 42. 120) Ibid., 42.

121) 스페인의 예수회의 Alcazar(d. 1614)가 계 4-19을 요한의 시대와 바로 뒤이은 시대로 해석한 첫 번
째 사람이었다. 이들은 계시록을 예루살렘의 멸망이나 로마의 멸망을 계시록의 주요 예언으로 보았다.
특히 이들은 계시록 13장의 악한 세력의 음모를 제국의 황제예배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자란 이교 로마
에 대한 적대적인 묘사로 보고 있다. William G. Johnsson, "The Saints' End-Time Victory Over
the Forces of Evil," Symposium on Revelation -Book II, Frank B. Holbrook, ed., 8.

122) 미래주의자들은 과거주의자들과는 달리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을 요한의 시대와 마지막 사건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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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다. 따라서 성경저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계 13장)과 작은 뿔(단 7장) 사이에 강한 연결을

이끌어낸다. 두 예언은 동일한 적그리스도 세력으로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계시록 12장과 13

장은 음녀 바벨론의 직접적인 배경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신약의 음녀(계 17장)와 구약의 고대 이

스라엘의 음녀 사이의 표상학적인 연결은 음녀 바벨론이 정치적 로마(political Rome)가 아니라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그의 참 제자들을 박해하여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서 중요한 역

할을 감당하는 데로 발전한 예언된 한 배도한 기독교(a predicted Christian apostasy)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123)

3) 일곱 머리: 로마제국의 황제들을 상징하는가? 124)계시록의 이상에서 세 번이나 상징적인

일곱 머리와 열 뿔이 나온다(12장, 13장, 17장). 처음과 셋째는 붉은 빛으로, 둘째는 표범 같은 몸

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있고, 둘째는 뿔에 쓰고 있으며, 그리고 셋째는 머

리나 뿔에 면류관이 없다. 이것에 대해 전통적인 과거주의적 해석은 둘째나 또는 표범같은 몸을

가진 짐승(leopard-bodied beast)은 로마제국으로, 그것의 일곱 머리(seven heads)는 첫 세기

부터 기독교 시대까지 연속적으로 등장한 로마의 통치자들로 본다. 따라서 표범 같은 짐승이 하

나님을 참람되이 대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하는 것은 여러 로마의 통치자들 하에서 있을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성경의 실제적인 자료를 과거주의에 적용시키는데 큰 어려움을 더

하고 있다. 짐승의 정의에 대해 예언은 그 세력이 요한의 때에서 볼 때 미래에 있다는 것을 지적하

고 있다. 더 나아가 로마의 통치자들은 1세기 동안에 7명이 아니라 11명이었으며,125) 주요 과거주

의자들의 해석이 요한을 성경자료가 말하고 있는 여섯 번째 머리 하에 둘 수가 없다는 것이다. 따

라서 표범의 네 머리(단 7:6; 참고 8:8, 22)는 “나라들”을 상징했으며, 계시록의 일곱 머리 짐승은

나라들이나 세계의 권력을 상징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계 17:9에서 일곱 머리는 “일곱 산”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구약에서 산들은 “국가”나 “제국”을 상징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나(단 2:34-35,

44-45; 렘 51:25) 결코 개인적인 통치자들에게 사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개개인의 교황들을 언

급하지 않는다. 요약하자면 표범 같은 짐승은 요한의 시대로부터 미래의 실체이며, 일곱 머리 짐

승(계 17:9, 10)을 “일곱 언덕”과 “일곱 왕들”과 그 중 하나가 상처를 입었다가 나음을 입었으며,

의 어떤 기간으로 보지 않고 전적으로 미래로 보고 있다. 16세기 후반에 생긴 해석체계로서 스페인의
예수회 신부인 리베라(Ribera)에서 주로 연유되었다. 사실 리베라는 철저한 미래주의자(out-and-out
futurist)는 아니었다. 그는 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에 관심이 많았다. Ibid. 

123) Hans K. LaRondelle, "Babylon: Anti-Christian Empire," Symposium on Revelation -Book
II, Frank B. Holbrook, ed., 151.

124) Kenneth A. Strand, "The Seven Heads: Do They Represent Roman Emperor?" symposium
on Revelation -Book II, Frank B. Holbrook, ed., 177-206 참조.

125) 1세기의 로마 황제들: Augustus(27 BC-AD 14), Tiberius(14-37), Gaius Caligula(37-41),
Claudius(41-54),Nero(54-68), Galba(68-69), Otho(69), Vitellius(69), Vespasian(69-79),
Titus(79-81), Domitian(81-96), Ibid., 187; 도미시안 황제 때 계시록이 기록된 것으로 추측함. 이들
에 대한 적용학자들의 적용이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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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 666이 그 짐승을 정의하는 열쇠라는 것이다. 그러나 “산”은 계시록의 일곱 머리와 유

사하며, 17:9, 10의 두 번째는 “왕들”은 “지도력” “나라들” 또는 “제국들로 이해할 수 있다.126) 따

라서 구약의 충분한 증거의 도움으로 첫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일곱 머리는 아시아의 로마제국

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애굽, 앗시리아, 바벨론, 페르샤, 헬라, 로마로 이해할 수 있었으

며, 그 하나는 요한의 시대에서는 미래에 있을 것이었다.127) 666에 관해서는 계 13:18이 짐승의

수, 곧 사람의 수라고 말하고 있는바, 이는 배경 속에서 표범 같은 짐승을 말하며, 이는 분명히 하

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한 왕국을 묘사하며, 이는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던 세력을 포함하여 구약의

예언에서 주어진 왕국들이며, 더 나아가 하나는 요한의 시대에는 미래에 일어날 한 왕국임이 분

명하다.128)

4) 근대 교황: 주장과 권위(The Modern Papacy: Claims and Authority)  70년간의 극한 이

념 대결 후에 공산주의 러시아의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Mikhail Gorbachev)와 로마가톨릭의

수장인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n paul II)가 1989년 12월 1일에 바티칸에서 크레믈린과 바티칸

사이에 외교관계를 수립하는데 동의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점진적으로 성숙해 온 때의 징조이자

약속이 무르익은 징조”로 회의를 소집했다.129) 세계의 도덕적 양심(moral conscience of the

world) 으로 교황권에 대한 관심은 우연한 것이 아니다. 하인즈는 로마가 “수 세기를 생각한다”는

것을 관찰하고 현재의 교황의 후계자들은 일관된 계획과 추진의 결과로 보고 있다. 현대국가에 대

한 직접적인 통치에서 배제되고 이태리 내의 자신의 영토를 잃어버린 후(1870) 교황청 지도자들은

교회의 잃어버린 권력을 회복하려는 새로운 전략으로 돌아섰다. 

교황은 제일 먼저 영적인 권력(spiritual forces)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교황의 이미지를

사랑받고 존경받는 “성부”(Holy Father)로 모든 가톨릭 세계의 눈이 교회생활에 중심에 있도록 하

여, 그의 말과 훈시를 두려움과 순종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교황의 무오성(infalibility)은 제1

차 바티칸 회의에서 교회를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결의했다. 교황의 또 다른 전략은 세계

를 향해 문을 여는 이상이다. 교황은 세계의 정치, 사회적 문제, 의료, 과학, 윤리, 종교 등등 국가적

사고를 교회의 관점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말하기 시작한 것이다. 교황 요한 23세는 미소 짓는 사랑

의 얼굴로 세상을 향했으며 교회의 위치를 인류에 봉사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었다. 

그는 이 일을 위해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했으며 교회를 현대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갱

신시키는 일을 했다. 그는 공산 세계에 뿐만 아니라 개신교회의 “분리된 형제들”(separated

brethren)에게 손을 뻗었으며, 이 일을 위해 후에 교황들, 곧 바오로 6세와 바오로 2세는 많은 선교

여행을 다녔다. 1988년 가을에 바오로 2세는 “세계의 도덕적 양심”과 “세계의 목자”가 되기 위해

당해까지 40번의 여행을 했다. 그러한 지구적 전략(global strategy)의 결과로 교황권의 영향력은

126) Ibid., 186, 187.
127) Ibid., 191.
128) Ibid., 205.
129) The Washington Post, December 2, 1989. Johann Heinz, "The Modern Papacy: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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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에 도달했던 그 어떤 때 보다 더 높고 넓게 성공의 정점(apinnacleof success)에 도달했다. 미

국은 이미 바티칸에 대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의 교황은 “그가 되기 원하는 인간의 권리와 평화의

챔피언, 도덕적으로 신뢰받는 지도자, 멋진 미사, 미디어의 슈퍼스타, ‘메시아와 거의 흡사한 자’로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다.” 그렇다고 교황권이 실제로 변했는가?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장 강력한 주

장은 가장 오랫동안 견지해 온 교리에 근거한다면 반복적으로 성경학도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로마

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Rome never changes)는 것이다. 엘렌 화잇은 이에 대해 이미 오래 전에

자신의 저서 대쟁투에서 이를 간파하였다. “개신교도들은 일요일을 준수하는 사이에서 로마교의 도

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별로 알지 못한다. 그들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

고자 열중하고 있는 동안 로마교는 그의 세력을 다시 구축하고 그의 잃어버린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관철시키고 있다.”130) 요약하자면 교황권의 근대역사는 세계의 힘(world power)으로

경이적이고 초지일관되게 마지막 때의 예언의 색깔을 더해가고 있다. “...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

을 따르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계 13:3, 8).131)

5) 18세기-19세기: 교황의 종교적 권위와 세속적 힘의 쇠락: 오스트리아 국왕 조셉 2세(1780-

90)가 베니스 총독궁을 방문했을 때, 안내자에게 페데리고 주카로가 그린 “교황 알렉산더 3세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바르바르사[프레데릭 2세]”의 그림 앞을 빨리 지나가도록 요청 하였지만, 결국 그

림에 대해 설명을 부탁했고, 설명을 듣고 난 후 아주 과묵한 말투로 미소를 지으며 “그 때는 지나갔

다”(Tempi passati/ those times are passed)고 말했다. 18세기 말은 교황권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다. 14세기의 교회의 “바벨론 포로”(Babylonian captivity) 기간, 15세기의 회의주의(concil-

iarism), 16세기의 종교개혁, 17세기와 18세기의 교황권 제한주의와 계몽주의를 통과하면서 교황

권은 한 때 중세기에 풍미했던 세속적인 영향력과 종교적인 권위가 많이 상실되었다. 1773년에 클

레멘트 14세는 예수회를 해체시켰고, 1782년에 요셉 2세는 비오 6세의 반대에도 교회개혁을 단행

했고, 1793년에는 불란서혁명이 기독교를 폐쇄시켰고, 1798년에는 혁명군대가 교황청국가(Papal

States)를 접수하고 로마공화정(Roman Republic)을 선언했다. 비오 6세(Pius VI)가 발렌스에서

사망했을 때, “교황청은 가장 심각한 굴욕의 고통을 당했다....거의 패망하는 것처럼 보였다. 혁명은

또한 교황권에 상처를 입힌 것처럼 보였고, 저 먼 20세기까지는 회복되기를 원치 않았다.”132) 교황

비오 6세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133)이라고 불려졌다. 나폴레옹은 “낡은 기

and Authority," symposium on Revelation -Book II, Frank B. Holbrook, ed., 335, 336.
130) Ellen G. White, The Great Controversy , reprinted ed., 1950, Mountain View, CA: Pacific

Publishing House, 1951), 581.
131) Johann Heinz, "The Modern Papachy: and Authority," 335, 336. 참조: 336-369.
132) M. Weitlauff, "Papsttum und moderne Welt," ThZ 40 (1984): 367-93, esp. 372, 370, cited

in Symposium on Revelation-Book II, 337, 338.
133) J. Gelmi, "Das Papsttum im Zeitalter der Aufklarung" in B. Moser, ed., Das Papsttum 243,

(Munich, 1983), cited in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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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저절로 해체될 것이다.”134)라고 말했고, 키에르케골(Kierkegaard)은 교황의 영토가 1801,

1814년에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에 적절하게도 “교황들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135)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가톨릭의 교황의 종교적인 권위는 계몽운동,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사

회주의 등에 영향의 지배를 받아야했고, 그 결과 계몽운동으로 인한 사고의 해방, 자유주의의 결과

로 생긴 개인주의, 포이에르 바흐, 칼 막스, 니체에 의한 철학적 무신론주의의 결과로 종교에 대한

적개심, 세속주의로 인한 현대인의 무관심과 세속화는 기독교와 가톨릭의 장벽에 큰 균열이 가게

만들었다.136)

6) 스페너(Ph. J. Spener)는 17세기 말에 미래를 좀 더 다르게 보았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300

여 년 전에 기록하기를 “내가 확신하기로는 로마인 바벨론은 마지막 심판이 덮치기 전에 이 전의 모

든 권세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세력에 겁을 먹고 그것의 잔인성에 두려워

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200년 전에 그들이 졌던 멍에를 다시 지도록 허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다.”137)라고 했다. 첫 재림교인들이었던 H. 에드손, J. 베이츠, J. N. 앤드루스, U. 스미스는 첫 번

째 짐승의 “죽게 되었던 상처”(계 13:3)-다니엘에 “작은 뿔”(단 7:25)로 상징된 동일한 세력-에서

1798년에 종교개혁의 사건들에 의해 이미 준비 되었던 로마의 몰락을 보았다.138) 그들은 모두 죽

게 되었던 상처의 “낫는 것”을 스미스는 1800년에 비오 7세의 즉위식에서, 베이츠는 1815년에 회복

에서, 앤드슨은 미래 어느 때를 예상했거나 종교개혁시기에서 마지막 때 사이의 기간에 회복될 것

으로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예언해석의 기초에 스페너처럼 로마의 "르네상스"(Renaissance of

Rome)를 예상했다. 이것이 후에 재림교회의 해석에 기초가 되었다. 

콘라디(L. R. Conradi)는 교황권의 “치료”의 과정을 19세기에 그것의 부상과 교황의 무오성

의 선언과 독일의 비스마르크와의 문화적 갈등에서 승리한 것에서 보았으며, 불루마이어(J.

Vuilleumier)는 레오 13세 시대로부터 20세기와 그 이상에서 부상할 것으로 생각했으며, 스파이

설(W. A. Spicer)은 자신이 살던 당시로 보았고,139) R. A. 앤드슨은 뭇소리니와 바티칸이 1929

년에 체결한 라테란조약(lateran Treaties)을 언급했다.140) 재림교회주석은 라테란조약을 회복

의 선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다루면서 아직 그 일을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계 13:8,

12).141) C. M. 맥스웰은 1929년을 언급하면서 세계의 가톨릭의 영향력이 회복되면서 제2차 바티

134) Weitlauff, 371.
135) S. Kierkegaard, Selbstprufung, Werke, 12:352-58, quoted in Die Leidenschaft des Reli-

giosen (Stuttgart, 1973), 56, cited in Johann Heinz, 337.
136) Ibid., 338.
137) Ph. J. Spener, Letzte Desideratea III, 475; quoted in R. Pache, Die Wiederkunft Jesu

Christi (Wuppertal, 1953), ibid.
138) S. N. Haskell, The Story of Seer of Patmos (Nashville, 1905), 232, cited in Ibid.
139) W. A. Spicer, Our day in the Light of Prophecy (Washington, DC, 1918), 142, cited in ibid, 339.
140) R. A. Anderson, Unfolding the Revelation (Mountain View, CA, 1974), 138, cited in Ibid.
141) F. D. Nichol, ed., The SDA Bible Commentary (Washington, DC: 1957), 7:8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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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 공의회와 요한 23세에서 바오로 2세에게로의 새로운 교황들의 윤곽이 드러나는 것을 부가했

다. 미국의 대사를 바티칸에 보내라는 투루만의 제안이 아무런 반대로 없이 1984년에 로날드 레

이건이 실행했다.142) 재림교회가 교황권의 회복예언에 기초를 둔 통찰은 다음에서 가져왔다. 1)

계 13:1-10의 짐승은 단 7:19과 8:20의 작은 뿔과 같으며, 2) 계 13:5-7의 42달 언급은 중세와 반

종교개혁 시기를 말하며, 3) 계 13:3과 4절은 42달 끝에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들에 대한

객관적인 기대감이며, 4) 3절, 4절, 7절, 8절은 평형을 이루어 42달 후의 때를 언급하며, 5) 9절과

10절은 3절과 평형을 이루어 “상하여 죽게되었던 것”을 설명한다. 1798년은 단지 부분적인 성취

이며 마지막 심판에서 최종적인 완성을 본다. 6) “상하여 죽게되었던 것”은 머리 중의 하나일 뿐

만 아니라(3절) 짐승 자체이다(12, 14절). 따라서 “낫는 것”도 머리뿐만 아니라 짐승 전체이다(14

절). 이런 성경적 진술을 토대로 “나음을 입는 것”(healing)은 다음의 여러 국면으로 나타났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첫째 참람된 말을 포함하여 큰 말을 하며, 둘째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들을 큰 세력으로 지배하며, 셋째 성도들을 대적하는 전쟁에서 그들을 이기며, 넷째 전 세계가 경

이로워하며 경배를 받는다. 

7) 1800-1958년은 비오 교황들의 세기(Pius VII-XII):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교황들은 비오

9세, 레오 13세, 비오 12세이다. 이 시기는 그동안 잃어버렸던 교황의 세속적 권력에 대한 앙갚음

목적으로 사상과 행동을 초자연적인 것으로 부풀어 올려 그들의 영적권력을 위한 터무니 없는 주

장들을 만들어냈다. 그레고리 7세는 딕타투스 파파에(Dictatus Papae), 즉 로마의 감독만이 세계

에서 합법적인 오직 한 사람이며, 그의 이름도 세계에서 유일하며, 그만이 감독들을 임명하고 해

고시킬 수 있고,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이노센트 III세는 자신의 강론과 글에서 “그리

스도의 대리자”, 하나님 보다는 못하나 사람들보다는 높은 바로의 하나님이며, 모든 기독교의 감

독이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전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치할 권한을 위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보니파스 8세는 교황칙서에서 가톨릭교회만이 믿음을 순종으로 받고 유지

하고 있으며, 가톨릭교회 밖에는 구원도 죄의 용서도 없다는 우남쌩탐(Unam Sanctam)을 발표했

다.143) 이 기간 동안에 아무도 허물 수 없는 “가톨릭 진리”가 선언되었는데, 곧 하나님이 보여주

신 불변의 교리(irreformabilis / immutable Dogma), 교황의 전 지구에 대한 재판수위권, 교황

의 무오성과 믿음과 도덕의 문제 결정권 등으로 성경과 전통을 넘어 교황에게 제어할 수 없는 권

한이 위탁되었다.144) 교황에게 죄가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죄가 없는 것과 같으며,

교황이 생각하는 것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자신이 생각하시는 것이다.145) 바티칸의 죄수 시기

142) C. M. Maxwell, God Cares (Boise, ID, 1985), 2:346, cited in Johann Heinz, 339.
143) C. Mirbt and K. Aland, Sources for the History of the Papacy and Roman Catholicis , [Tub-

ingen, 1976], 1:282, [No. 547], cited in ibid., 340, 341.
144) Denzinger/Schonmetzer: Enchiridion Symbolorum [DS] 3060, 3074, 3053, 3059, 3074, cited in

ibid. 341, footnote 참조.
145) Ibid., 3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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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oner of theVatical/ 1870-1929)와 약한 교황의 시기(PianicEra/ 1815-1929)를 청산하고

이제는 명실 공히 세계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요 외교의 수장으로 그레고리 7세, 이노센트 3세, 보

니파스 8세는 세계 황제와 왕들을 직접 통치하는 권한(potestas directa papae in temporal-

ibus)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회람교황(encyclical Pope)이었던 레오 13세는 로마의 권위는 세계

의 모든 정부와 국가들 위에 있다고 선언했으며, 그 후 레오 13세는 영적인 세계 통치자로 행세하

기를 원했다. 협약/화친교황(Concordat Pope)이었던 비오 11세와 서구교황(Western Pope) 비

오 12세는 자신의 권위를 독재자들을 지원하면서까지 직접적이고도 획기적으로 시행했다. 로마는

무쏘리니의 아비시니안 전쟁(Mussolini's Abyssinian War)을 “성전”(holy war)라고 선언했으

며, 교회는 그와 파시스트정권 이태리를 위해 기도하도록 요청했다. 비록 가톨릭교회는 1933년 이

전에는 국가사회주의(national socialism)에 반대했었지만 시대가 급격히 변하는 때의 징조로 이

해했다. 그 한 예가 히틀러가 정권을 잡기 직전에 국가 사회주의정당(Socialist Party)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했다.146) 그 후 교회는 “신실한 가톨릭신자 아돌프 히틀러에게 투표하라!”고 독려했

다.147) 로마는 소규모의 독재자들(Dollfuss, Horthy, Salazar)을 지원했을 뿐만 아니라 스페인

에서 활동하는 프랑코의 원정에도 적극적으로 가담했다. 추기경 폴하버(Faulhaber)에 따르면 로

마가톨릭은 국가민족주의와 파시즘이 공산주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생각했

다. 바로 이것이 교황의 “대 목표”였다.148) 교황청은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와 미국

의 부상(浮上)은 비오 12세로 하여금 미국에 모든 희망을 걸게 만들었으며, 미국이야말로 교회의

세속적 무기(secular arm)가 되도록 했고 그 후 미국은 교황의 의지대로 가장 큰 가톨릭 국가가

되었으며, 비오 12세가 사망한 후 미국은 첫 가톨릭 대통령으로 케네디를 선출했다.149) 미국은 분

열된 개신교회와 함께 세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로마가톨릭은 미국을 "병기창"(ar-

mory)으로 생각했다.150)

재림교회가 가톨릭에 대한 이해를 과거의 역사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이

다. 중세암흑기와 반 개혁운동 시기에 로마가톨릭, 곧 교황로마는 영적권력과 세속적 권력을 유지하

기 위해 모든 가능한 힘을 다 사용하고 승인했다. 종교재판과 십자군운동을 통해 이교도들뿐만 아니

라 그리스도인들까지도 복종시키고 짓밟았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한 통계에 의하면 6000-

7000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들과 이단들을 죽였다고 한다.151) 문제는 가톨릭교회의 이런 박해를

위대한 신학자들이 정당화시켰다는 것이다.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Aquinas)는 이단

146) Address of Pius XI to the Catholic University of Milano, Februar 12, 1929, quoted in K.
Guggisberg, Die romisch-katholische Kirche (Zurich, 1946), 303, recited in Heinz, 343.

147) Deschner, 1:429, cited in Heinz, 343.
148) Ibid., 345, cited in ibid. 344.
149) Deschner, 2:13, cited in ibid.
150) Ibid., 2:296, cited in ibid., 345.
151) 기독교리서치연구소, “성명서: 가톨릭과 바람난 한국교회의 치욕(恥辱)의 날,” ( 비평과 논단, 2014년 제

34호, 7.

89



들은 파문은 안 되지만 합법적으로 살해당할 수는 있다고 했으며,152) 벨라르민(Bellarmine)은 이단

들이 더 많이 유혹할 것이므로 이단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가능한 한 속히 준비된 장소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했다.153) 1864년에 비오 9세는 자신의 교서요목에서 정교의 분리, 종교의 자유,

사회주의, 자유주의의 전염병, 그리고 성서공회에 대해서 반박했다.154) 레오 13세는 현대 개혁들,

현대 철학들, 그리고 “유행성 전염병”인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리고 무신론주의는 소위 종교개혁의

부산물들이라고 정의했다.155) 개신교에 대해서도 그는 개신교야말로 “무신론으로 가는 첫 길”이라

고 욕설을 퍼부었다.156) 특히 프란체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만들어진 신앙과직제위원회
157)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는 1919년의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총회에 참석 요청을 받은

베네딕토 15세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톨릭교회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소환장으로 대답했으며, 비오

11세는 1928년에 더 신랄하게 1927년에 열린 로잔세계총회에 대답형식으로 교황교서(Mortalium

animos)에서 기독교의 통합은 다른 모든 교단들이 초기의 배도로부터 하나의 참 그리스도교회(one

true church of Christ)로 돌아오는 길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권장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

했다.158) 이 후 종교통합운동에 관한 가톨릭의 견해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요한 바오로 2세에게

는 기독교란 가톨릭을 의미하며, 갱신(renewal)은 회복(restoration)을 뜻하며, 회복이란 교황과 성

직계급의 권위를 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에 성

직계급 정치를 주셨으며, 그리스도께서 친히 개인적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최고의 판결권을 위탁하

셨다는 것이다.159)

지금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도 종교통합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관련된 그 어떤 논의와 방

향도 사실상 로마 가톨릭교회는 가톨릭형태로, 가톨릭을 향해서만 가능할 뿐이다. 제시된 바에 따

르면 교황은 이 세계교회, 곧 로마 가톨릭교회를 통해 멀지 않은 장래 어쩌면 셋째 천년기가 될지라

도 연합을 위한 일은 로마감독의 최고의 책임(preeminent task)이며, 베드로의 직임 없이는 결코

가견교회의 연합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연합은 신앙, 성례전의 생애, 성직제의 연계, 신학자들의 대

152) S.Th, II-II, g. 11, a. 3, recited iin
153) Quoted inK. Guggisberg, Die romisch-katholische Kirche , (Zurich, 1946), 336, recited in

Heinz, 345.
154) Denzinger/Schonmetzer: Enchiridion Symbolorum[DS], 2955; 2915; 2918a, recited in Ibid.
155) Guggisberg, 338, recited in ibid., 346.
156) Ibid., 338, 339, recited in ibid.
157) 2014년 5월 22일, 한국기독교협외회(NCCK)가 가톨릭과 “한국 그리스도교 신앙과 직제협의회”를 창립

하였다. 회원은 한국 가톨릭교회, 한국정교회, NCCK와 NCCK 회원교단(장로교통합, 감리교, 기 장, 구
세군, 성공회, 복음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루터교, 한교연[한국교회연합회])이며, 공동대표는 직제협에
참여하는 교회 대표와 NCCK 총무로, 공동의장은 천주교 1인, NCCK 1인이며, 운영위원회 는 천주교 9
인과 NCCK 각 교단 1인으로 한다. 비평과 논단, 2014년 제34호, 4-9 참조.

158) Ibid., 341, recited in ibid.
159) Herrmann, 198-99, recited in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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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는 교황의 교도권의 지도에 따라야하며, 성례전이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

다.160)

교황권과 로마 가톨릭과 관련된 자료들은 수 없이 많다. 1000년이 넘는 중세 암흑기의 지난 역

사가 남긴 지울 수 없는 흔적은 가히 쌓아둘 창고가 부족할 정도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을 이 정

도에서 줄이면서 1997년에 대총회 행정위원회의 결의로 발표된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로마 가톨릭

에 대한 이해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가톨릭에 대한 이런 예언적 안목에 기초하여, 재림교회의 가톨릭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161)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남녀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2) 인종, 국적, 종교적 신조로 사람을 차별하

지 않는다. 3) 가톨릭을 포함하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단에 있다. 4) 다른 교단의 흠을 찾

는 대신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의 배경에서 복음을 전할 기본적인 책임이 있다. 5) 가톨릭교회와

관련된 과거와 미래를 기억한다. 6) 가톨릭의 심각한 불관용과 박해역사를 지워버릴 수는 없다. 7)

가톨릭은 정부와 연합하여 종교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 성경 외의 가르침에 기초를 둔 정치체제이

다. 8) 임박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재림교회의 예언적 견해의 유효성(validity

of our prophetic views)을 확신한다. 9) 성경의 예언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제 칠일

안식일에 초점을 맞춘 전대미문의 소란기가 있을 것을 믿는다. 10) 주요 기독교단체들을 포함하여

세계 종교들이 하나님과 안식일을 반대하는 세력들로 연합할 것이다. 11)교회와 정부가 연합하여

다시 한 번 광범한 종교탄압(widespread religious oppression)을 가져올 것이다. 12) 성경예언은

과거에 어떤 특정한 기독교단의 기독원칙의 훼손에 대해 책망하는 것이 역사와 성경의 관심 사안이

아니다. 13) 편견과 아집을 가지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있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건전한 기독교회임

을 드러내야한다. 14)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해야한다. 15) 역사적 기록을 인지하며 마지막 때

에 대한 견해를 지속하는 한편, 근래의 가톨릭교회에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을 이해하고 또 많은 가

톨릭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인 것에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16) 재림교인들은 하

나의 운동으로서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결 론

21세기의 한국 재림교회는 어쩌면 위기와 도전을 동시에 맞고 있다. 그 위기란 현대진리를 축으

로 일어난 재림운동에 기반을 둔 하나님의 남은교회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을 입은 짐승, 곧 작

은 뿔(계 13:3; 단 7:8, 11, 12, 25 참조)로 표상된 교황권의 강력한 재 부상(浮上)으로 성경의 예언이

부분적 성취를 거쳐 완전한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엄중한 시대와 이 시대에 감당해야할 시대적 사

160) Cf. Materialdienst [MD ] 31 (1980): 109-113, recited in ibid.
161) This statement was recorded on April 15, 1997, by the General Conference of Seventh-

day Adventist Administrative Committee(ADCOM) and released by the Office of the P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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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이행에 둔감해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 재림교회는 초기에 가졌던 남은무리 의식의 유지와 발전,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종말론적 사명에 대한 이해와 실천의 현저한 부재 현상으로 근래에 이르러

서는 재림신앙의 차별성 부각과 가견교회의 성장마저 현저히 둔화되었다. 이는 에베소 교회와 라오

디게아 교회를 향해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

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계 2:5), “내가 네 행위

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

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계

3:15-16)는 경고가 현대진리의 수호와 전달자로서의 책임을 위임받은 남은교회의 재 각성을 촉구

하는 마지막 경고로 들린다.

현대진리는 세천사의 기별로 요약 제시된 마지막 기별이다. 베이츠-화잇-에드슨 그룹을 당대

에 차별화시킨 성소와 안식일 진리를 중심으로, 영혼멸절, 심판, 재림, 그리고 심각한 짐승과 바벨

론에 대한 예언들(계 13-18장)은 남은교회와 그 사명을 차별화시키는 영원한 복음의 시금석으로 분

류되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구속사에서 언제나 남은무리를 통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오셨다. 이

들 남은무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지상의 가견적인 교회를 구성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었다. 이들은 항시 현대진리로 인해 고난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으며 1260년의 긴 기간 동안

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고(계 12:6), 때가 되어 마지막 기별을 위임받아 운명의 운동(movement

ofdestiny)의 마지막 주자로 근대역사에 등장했다. 비록 타 교단과의 원활한 대화를 위해 재림교회

가 남은무리 개념을 가견적 교회에서 불가견적 교회로 확장하여 적용시키려는 복음교회적 분위기

를 조성하는 경향이 1950년대부터 일기 시작했으나,162) 근래의 본 교단의 공식적인 연구는 종말론

적 남은무리인 지상의 가견적인 하나님의 교회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계

17;14)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사명은 다른 우리, 곧 바벨론에 있는 다른 양들도 한 우리로 인도

해야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고 제시한 것은 실로 남은교회의 차별적 정체성의 재확인으로 보여진다

(계 14:8-12; Ev 559 참조).163)

재림교회는 초기로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성소, 안식일, 하나님의 인에 반대되는 매일 드리

는 제사의 금지와 미운 물건의 등장, 바벨론, 짐승[작은 뿔]의 표 등에 대한 역사 신학적 해석체계

에서 마지막 때(단 12:4, 9)와 적그리스도(요일 2:18), 불법[멸망]의 사람[아들](살후 2:3), 작은 뿔

(단 7:8, 11, 19, 25; 8:20), 첫째 짐승(계 13:1-10)을 교황권에 초점을 맞춰 해석해 왔다. 이런 해

석의 기초는 이미 중세 종교암흑기의 개혁주의자들과 성서학자들의 예언해석의 주류를 이루었으

ident, Robert S. Folkenberg.
162) QOD, 195.
163) 대총회성경연구소가 재림교회의 교회론적 입장을 연구하여 발표한 “재림교회 교회론”(BRI Adventist

Ecclesiology) 연구시리즈로 Angel Manuel Rodriguez ed., Toward A Theology of the Remnant
(2011년), Angel Manuel Rodriguez ed. Message Mission and Unity of the Church (2013)이
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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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164) 근대에 이르러 교황권의 정치종교체제의 급격한 성장과 적극적이고도 잦은 세계질서 개

입과 가톨릭 중심의 도덕적 질서 권장을 주일성수를 촉구하는 사목교서인 주의 날(Dies Domini)

등에서 더욱 실감나게 확인할 수 있다.165) 그 이유는 로마 가톨릭교회만이 유일의 하나님의 교회

이며 가톨릭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며, 가톨릭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았고 또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166) 엘렌 화잇의 예언적 안목은 매우 놀랍다. “로마교회는 그의 계획과 경영 방

식이 매우 원대하다. 그는 그의 세력을 넓히고 전 세계를 지배할 세력을 다시 얻고, 박해를 부활

시켜서 개신교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없애 버리기 위한 치열하고 결정적인 투쟁을 준비하기 위

하여 온갖 계책을 다 써서 그의 영향력과 권세를 증가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오늘날 도처에서 로

마교는 세력을 얻고 있다.”(쟁투, 565-566)

현대진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백성들과 다른 우리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야할 영원한 복음을

담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백성”에게 작은 뿔, 곧 첫째 짐승의 강력한 위협

에 직면하게 된다.167)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교회가 신속히 전해야할 세 천사의 기별로 요약된 현

대진리는 운명의 운동의 마지막 과업임이 분명하다(2T78, Ev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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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Froom, PFF, 2:528-30; 4:396, 397 참조.
165) 사무엘레 바키오키(Samuele Bacchiocchi), 십자포화에 휩싸인 안식일(The Sabbath Under Cross

Fire ), 장병호 역, (서울: 시조사, 1999), 49-66 참조.
166) 마빈 무어 (Marvin Moore), 도전받는 재림교회 남은무리 교회론 (Challenges to the Remnant ),

장병호 역, (서울: 삼육대학교 출판부, 2011), 39, 40; Samuele Bacchiocchi, ENDTIME ISSUES No.
54: Vatican Retrenchment, February, 2001, 1/14, sbacchiocchi@pop.qtm.net).

167) 마빈 무어 (Marvin Moore), 265-276 참조.



“현대진리와 남은무리의 사명”  

이학봉 (정읍중앙교회)

발제자이신 장병호목사님의 폭넓은 성서적 시야와 함께 현 시대의 종교사회학적 현상을 탁월

하게 읽어 내시는 발제는 역사주의적 해석에 근거한 현대진리, 남은무리, 그리고 선교적 사명의 개

념과 현실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하셨고 발전적 사고로 접근해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최근 한국 재림교회의 존재론적 의문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 정체성마저 다소 불안

하게 여기게 했던 의문들이 마치 탄탄한 보루 위에 선 것처럼 든든한 진리 위에 서게 하고, 특별히

남은교회로서 미래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현대진리와 남은

무리의 사명”을 발제해 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 논 찬 

목사님께서 “현대진리”(Present Truth)가 현재 재림교회 내에 다소 생소하게 들리고 구시대의

진리(Old Truth)인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경향에 대하여 잘 지적해 주셨으며, 현대진리는 성소(하

늘), 재림과 심판, 예언의 신, 제칠일 안식일, 조건적 영혼멸절, 세 천사의 기별로 성서적 진리 뿐 아

니라 주의 재림을 맞이할 남은무리의 신원으로 명쾌하게 조명해 주셨습니다. 

발제의 주요점으로 현대진리에 대한 정의, 남은무리의 신원과 현대적 적용, 그리고 예언적 정체

성 유지와 사명을 제시 해 주셨으며, 현대진리의 재점검 및 확증의 필요성도 역설해 주셔서 공감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인들의 가치관 진술과 엘렌 화잇의 언급에서 현대진리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음에도 기별자들이 현대진리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이 진리를 제대

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흩어진 보배들이 현대진리의 빛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한 형편이라는 사

실에 경각심을 또한 갖게 하셨습니다. 

“현대진리”라는 용어의 정의에서도 로베르토 바데나(Roberto Badenas)와 구약의 에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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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th)의 정의들을 배경으로 재림교회가 취하여 왔던 “교회론적 개념”의 이해에 도움을 주셨고,

성경적 절대성, 기별적 포괄성, 시대적 독특성이라는 의미를 담아 이 용어를 사용해야 할 것을 제안

해 주셨습니다. 

그간 현대진리라는 용어의 사용은 초기 전례에 의하면 닫힌 문”(shut door) 개념에서 “열린

문”(open door) 개념으로 발전해 가는 것을 보듯이, 교회는 매 시대마다 그 당대에 적용될 수 있는

현대진리가 있기에 현대진리도 발전적 이해 및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케 하셨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현대진리의 특성으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으로 집약되는 특성을

논하시면서 “현대진리를 주로 종말론과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 대한 제한적 개념(restrictive con-

cept of God’s remnant)를 넘어 숫자(number)와 개종(proselytism)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justice

and mercy) 에 초점을 맞춘 현대진리를 선포하는 선교신학에 강조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

다.”는 제안은 본 포럼이 반드시 공론해 보아야 할 핵심 질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재림교회의 남은무리(remnant)라는 용어의 사용은 1863년 이전에도 사용하였으며, 남은자손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예언적 선물이나 넷째 계명에 대한 순종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1950년 중반에 WCC 중심의 교회통합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재림교회 내에 남은무리에 대한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세계 전역에 신실한 신자(sincere christians)들을 배제 하지 않았으며, 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빛 가운데 자라는 불가견교회(invisible church)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하나님의 가견적인(visible church) 남은교회로 초청해야 하겠는가라는 질문

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로드리게스(Angel Manuel Rodriguez)는 성경예언에 따라

특별한 종말론적인 자아정체성과 사명을 지닌 지상의 가견적인 교회, 곧 남은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을 상기시키셨습니다.

가견적 남은교회는 계 12-14장을 역사주의적 해석원칙(Historical Interpretation)에 기초해

볼 때, 역사적 흐름의 과정 중 곧 1260일[년] 후에 특별한 사명으로 탄생된 재림교회가 적절하며, 결

국 여자의 후손으로 용과 그 동맹의 공격의 대상이 될 하나의 역사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견해는

남은 자손으로서 가견적 정체성을 명료하게 갖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은무리의 성경적 특성(Biblical Characteristics)에 기초하여 계 12:17, 계

14:12절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로서 용이 맹렬히 분노를 표출할 때 끝까지 충성

을 다하는 신실한 남은무리(a faithful remnant)가 존재하는데 이런 자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

을 씻어 희게한 백성(a cleansed people)들이며, 두 특성으로 표현된 사명을 성취하게 될 때 재림

교회는 역사적 가견적 남은무리(historical visible remnant)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핵심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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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주셨습니다.

또한, 재림교회를 가견적교회로서 마지막 시대의 남은무리로 적용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남은무리의 사명(계 14:6-12, 세 천사의 기별)에 기초한‘ 존재’와‘ 기능’에 바탕을 둔다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남은무리로 정의된 재림교회는 두 개념의 남은무리로 재구성될 수 있는데, 불가견적인 보

편교회(invisible universal church)와 가견적인 남은무리(a visible remnant)로 구성되며 이 두 교

회 사이에 본성과 영적 관계에 대한 도전적이고도 유연한 시각이 있어야 함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 예로 보편적 불가견교회와 가견적 남은무리는 공통적 미래관(a common future)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불가견교회가 역사적인 참교회인 종말론적인 남은교회로 흡수될 것이라는 점, 두 교회

사이의 다른 공통점은 성경적 진리에 대해 개방적인 성향을 가져 잊혀졌거나 거절된 성서적 진리가

제시되면 기꺼이 성서적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점, 또한 이 두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성에서

유사하다는 점과 반대로 두 교회 사이에 차이점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차이점으로는 가견적 실체 대 불가견적 실체, 특별한 표 대 결핍된 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인내하는 것과 바벨론에 있고 또 그리스도의 다른 양들이다는 점, 그리고 바벨론에

보내는 특별한 사명, 곧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음 대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부름을 받음으로 구

별하여 설명해 주심으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본질을 더 명확하게 해 주셨습니다.

교황권에 대한 재림교회의 해석과 그 현대적 이해에서는 현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상당부

분 성서적 진위 보다는 문화적 기호에 의한 이해로 판단하며, 최근 인식으로는 가톨릭이 가장 기독교

적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갖게 되었다는 지적은 공감하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18, 19세

기 밀러주의자들의 해석처럼 교황권을 적그리스도로 적용하였고, 1865년에 와서 666이 계 13장의

첫 짐승으로 적용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받아들었으며, 1992년에는 교황권과 로마가톨릭교회를 작은

뿔, 불법의 아들, 첫째 짐승, 바벨론에 적용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교황권과 적그리스

도의 문제는 제시된 예언 해석 방향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약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의 교황권과 가톨릭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권리와 평화의 챔피언, 도덕적으로 신뢰

받는 지도자, 멋진 미사, 미디어의 슈퍼스타, 메시아와 거의 흡사한 자로 세계의 희망이 되고 있는 것

이 사실이나, 다른 한편으로 세계의 힘(world power)으로 경이적이고 초지일관되게 마지막 때의 예

언의 색깔을 더해 가고 있다는 점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향후 가톨릭이 과거 역사에서 보여

주었던 성도들에 대한 핍박과 같은 핍박을 불 보듯 명확히 예견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셨습니다. 

또한 가톨릭에 대한 재림교회의 공식적인 16가지의 입장에 대한 정리는 예언적으로 시대적으로

가톨릭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96



논찬을 마치면서 목사님의 발제는 현대진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성서적 확신과 역사적 해석의

중요성, 그리고 남은자손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욱 곤고히 하게 해 주셨습니다. 재림교회가 여

느 기독교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안에 인도함을 받고 있는 진리의 마지막 주자라는 확신

과 긍지와 사명을 새롭게 하며 세 천사의 기별을 늦은비의 능력으로 증거함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헌신해야 할 때인 것을 인식하게 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논찬을 마칩니다.  

2. 질 문

1. 목사님께서 전반부에 논의해 주신 내용 가운데 이미 19세기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현대

진리는 성소(하늘), 재림과 심판, 예언의 신, 제칠일 안식일, 조건적 영혼멸절, 세 천사의 기별들로

성서적으로 불변하는 확증된 ‘진리’들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대진리의 다양한 국면과 시

대적 특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현대진리의 발전적 견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진리

는 유일한 진리인가 다원화 될 수 있는 진리인가? 현대진리는 불변한 것인가 점진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점진적 발전이 가능하다면 불변한다는 점과 변

화한다는 점의 경계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2. 발제문 중에“ 현대진리를 주로 종말론과 하나님의 남은 무리에 대한 제한적 개념(restrictive

concept of God’s remnant)를 넘어 숫자(number)와 개종(proselytism)이 아니라 공의와 자비

(justice and mercy)에 초점을 맞춘 현대진리를 선포하는 선교신학에 강조를 두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인용에서 현대진리를 공의와 자비로 초점을 맞춘 예를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한 두가

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3. 목사님께서 남은교회 안의 두 교회 개념을 보편적 비가견적교회와 종말적 가견적교회로 나

누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종말적 시점에서 남은자손의 개념의 확장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

다. 즉 남은교회 내의 남은자손과 남은교회 밖의 남은자손으로 정의할 때, 이 같은 견해가 예언적

안목에서 선교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하고 계십니까? 

4. 현대진리의 근간이 되는 계 12:17절에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게 된 대상 즉, 여자의 남은자손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입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관

점에서 볼 때 재림교회의 이해는 하나님의 계명은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안식일에 대한 회복이냐

변경이냐의 문제로 일요일 휴업령이라는 법적인 계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면 예수의 증거가 동일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동일한 입장에서 법적 계

쟁점으로 강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만약 동일한 계쟁점이라면 예수의 증거는 어떤 법적인 제

제가 있을 것으로 예견하시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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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진리와 종말신앙

김일목 (삼육대학교 신학과교수)

“현대진리”(present truth)란 용어는 초기 재림신자들이 “이미 있는 진리”(벧후 1:12)라는 말에

서 가져온 것으로 마지막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종말론적 기별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성소, 안식일,

재림 전 심판, 죽은 자의 상태, 세 천사의 기별, 재림 등의 차별화된 교리들이 포함된다. 

이러한 현대진리가 21세기에도 여전히 타당한가? 오늘날 이 세상이 참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무

엇인가? 2000년을 넘어서면서 재림의 지체로 인해 많은 재림교인, 특히 유능한 젊은이들은 새로운

세기에 적절한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고 있다. 과연 현대진리는 지금도 유효한가? 그것은 이 시대

에 적절한가? 이러한 질문은 재림교회의 사명과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이 문

제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이하 재림교회)는 『기본교리』에서 그 교회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밝

히고 있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

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

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

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1)

이처럼 재림교회는 자신들이 성경에 예언된 남은 자손으로서 세 천사의 기별을 마지막 세상에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고 있다. 재림교회가 남은 자손이라는 성경적인 근거는 무엇이며, 세

천사의 기별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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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은 자손의 정체성

성경의 모든 예언과 구속 사역의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다. 성

경의 역사는 실락원(창 1, 2)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복락원(계 21, 22)의 이야기로 마친다. 즉, 창

세기에서 시작된 구속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종결된다.2) 따라서 종말에 있을 세상과 교회에

관한 예언들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요약이요 결론인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하며, 그

중에서도 그 책의 중심인 12-14장을 알아야 한다. 재림교회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에 예언된,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스스로를 “남은 교회,” “남은 백성,” 혹은 “남은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 

1. 재림운동의 역사적 배경

1) 예언에 나타난 교회의 배도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 역사는 초기부터 핍박의 역사임을 알 수 있다. 기독교회는 초기부터 로

마제국에 의해 핍박을 당했으며, 중세 시대에는 로마 교황권에 의해 박해를 당했다. 로마 교황권은

본래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국교로 삼은 국가 교회였으나, 정치와 결탁해 배교함으로써 타락한 교회

가 되었다. 이러한 로마교회의 배도에 대해 성경은 이미 예언하였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종말의 때를 내다보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

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마 24:4, 24). 바울도 이것을 경고했다. “내가 떠

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행 20:29, 30). 

이곳에 나오는 “이리들”은 교회를 “배도”로 인도할 거짓 교사들을 가리켰다. 그는 이러한 배도

가 재림 전에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

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

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살후 2:3, 4). 사도 요한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

고, “적그리스도의 영”이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1, 3)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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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순결했던 초대 교회가 배도한 교회로 타락하게 되었는가?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세월이

흐르자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던 처음 세대는 하나 둘 모두 사라졌다. 그래도 주님이 오시지 않자 초

대교회는 뜨거웠던 “첫사랑”(계 2:4)을 잃어버리고 뜨뜻미지근하게 되었다(계 3:15, 16). 이제 교회

는 처음의 뜨거움과 순결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이고 세속적인 교회로 변하게 되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경건과 헌신보다 사람들의 인기와 권세를 더 중요시하게

되었다. 지역 교회의 행정은 감독이 장악하게 되었고, 교인들은 그에게 복종해야 하였다. 그리하여 교

회 내에 성직자 계급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로마교회의 감독은 최고 권세자로 부상했다. 그리고 얼

마 후, 로마교회의 감독은 황제의 도움을 받아 세계 모든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제 세속 권력과 결탁하게 되어 교회는 깊은 배도에 빠지게 되었다. 회심하지 않은 자들이 교회

에 밀려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믿던 이교의 교리들과 의식들, 그리고 축제들

을 교회 안에 들여왔다. 그래서 교회와 이교 간의 혼합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연옥과 영원 지옥설, 영혼 불멸설과 같은 이교의 교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거짓 교리들에 대항해 반대하는 자들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들은 무자비한 박해와

학살을 당하였다. 그러다가 루터를 통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 로마교회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 그러

자 교황권은 반(反) 종교 개혁을 일으켜, 개신교 종교개혁을 분쇄하려 피 비린내 나는 투쟁을 전개

하였다. 그러다가 성경에 예언된 1260년간의 교황권의 핍박 기간이 끝나는 1798년, 로마 교황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계 13:3 참조). 교황 비오 6세(PiusVI)가 프랑스 혁명 정부의 수반 나

폴레옹의 명령을 받은 베르띠에(AlexandreBerthier) 장군에 의해 사로잡혀서 프랑스로 끌려가 이

듬해 옥사하고 말았다.3) 그리하여 중세를 호령하던 로마 교황권이 몰락하였다. 교황권의 멸망은

당시 세상의 놀라운 사건이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개신교도들은 이 사건을 성경에 나타난 예언의

성취로 해석하였다(단 7:25; 12:7; 계 11:2, 3; 12:6, 14; 13:5).4 )

종교 개혁자들이 근본적인 복음을 회복하긴 했지만, 그들은 중세의 긴 배도의 기간 동안에 잃어

버렸던 다른 중요한 교리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예를 들면, 제칠일 안식일, 그리스도

의 하늘 성소 봉사, 조건적 불멸 등의 성경적 가르침은 아직도 그늘 속에 잃어버린 상태로 남아있었

다. 그러나 그들의 계승자들은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 개혁을 진전시키지 못하고 선구자들이 성취한

것들에 안주하였다. 그 결과 종교 개혁의 불꽃은 점차로 꺼져갔고, 개신교 신앙은 냉담하고 형식적

이 되었으며, 교회에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그대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때에 온전한 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등장한 것이 예언에 나온 대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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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은 자손의 등장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용의 공격을 받는 여자가 나온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배

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

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

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

좌 앞으로 올려가더라”(계 12:1-5). 

이곳에는 세 존재가 나오는데, 여자, 아이, 그리고 용(옛 뱀, 12:9)이다. 이 모습은 창세기 3장에

서 인간의 범죄 후, 하나님 앞에서 선고를 받던 여자와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을 생각나게 해준다.

“내가 너(뱀)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아이)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

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발표하신 구속의 경륜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그 진상을 드러

내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로서 구주

를 탄생시킨 신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엡 5:25, 32).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요한계시

록 12장에 나오는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계 12:2, 4, 5; 참조 갈 3:16; 사 9:6). 그리고

“뱀”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나온 대로 “큰 용,” “옛 뱀”으로 상징된 “마귀,” “사단”을 가리킨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그 여자의 자손”은 누구인가? 구약성경에서 “남은 자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이나 전쟁 중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을 가리켰다. 또한 그것은 대다수가 배도와 우

상숭배에 빠진 때에도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면서 받은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한 소수의 선택된 백

성들을 의미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을 각 시대마다 가지고 계셨는데, 노아(창 7:23), 아

브라함(창 12:1, 2), 엘리야(왕상 19:14, 18), 남방유다(왕상 12:35, 36), 유다 멸망 후 남은 무리들(슥

2:12), 초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롬 9:25-28), 중세의 종교개혁자들(계 3:4; 단 11:32, 33), 그리고

말세의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계 12:17) 등이 그들이다. 

중세의 끔찍한 박해와 배도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순결을 계속 지켜온 무리들이 있었다. 성경은

그 무리가 중세의 박해의 시기가 끝난 후에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계 12:4-17). 1260년간의

핍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는데 실패하자, 용은 이제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

손”과 싸우려고 하였다. 1798년이 지나자 교황권의 옛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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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새 세상에 대한 기대로 부풀었고, 예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또한 예수 재림에 대한 징조들이 처처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성경 예언들의 성취는 세계 여러 곳

에서 재림 운동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는데, 특히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 이러한 운동이 활발

하였다. 신자들은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단 12:4). 특히 19

세기 전반기에 미국에서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의 지도하에 일어난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은

종교개혁으로 교파마다 단편적으로 되찾은 진리들을 하나로 융합시켜 종교개혁을 완성시키는 계기

를 만들었는데, 그 결과로 등장한 교회가 바로 재림교회이다.5)

2. 남은 자손의 특성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이러한 신실한 남은 자손이 등장할 것을 예언한

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

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의 정체성

은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성경은 그들의 특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

진 자들”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 특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을 말하는가? 12장의 마지막 절인 17절에 나오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싸움을 확대 설명한 것이 이어지는 13장인데, 이것을 공부하면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있다. 13장에는 용의 두 지상 대리자들인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내세우는 대 쟁투의 쟁점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은 십계명에 대한 공격임을 알 수 있다. 

먼저 그들은 사람들로 “용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이는 첫째 계명을 범하게 하는 공격이다(계

13:4). 그 다음 그들은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함으로써 둘째 계명을 어기도록 강제한다(계

13:14). 또한 그들은 하나님과 그의 이름을 훼방하게 함으로써 셋째 계명을 깨뜨리고 있다(계13:6).

그리고 그들은 거짓 안식일인 “짐승의 표”를 강요함으로써 넷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을 파괴하고 있

다(계 13:16). 

따라서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을 가리킴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예수께서

는 말씀하셨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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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요 14:15).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

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2, 3)고 하였다. 그러므로 “여자

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불변의 도덕법인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기쁘게 순

종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출 20:1-17; 마 5:17-19). 

2) 예수의 증거를 가짐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성은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의 증거”란 무엇인

가? 이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6회 나온다(계 1:2, 9; 12:17; 19:10[2회]; 20:4). 이 말은 문법적으로

는 “예수에 관한 증거”도 되고, “예수께서 주신 증거”도 되지만,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통해 볼 때,

그것은 “예수께서 주신 증거”를 의미한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계명(율법)과 예수의 증거”라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증거”라는 관용적 표현과 일치하는 표현이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과 증거”라는 표현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율법과 증거”(사 8:16, 20), “율법과 선지자의 증거”(롬 3:21), “율법과 선

지자”(마 5:17; 7:12; 22:40; 눅 16:16),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눅 24:44; 요 1:45; 행

28:23) 등. 

이 모든 본문을 보면, “율법과 증거”라는 말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그 율법을 시대 상

황에 적용하여 증거한 선지자들의 증거, 즉 구약성경을 가리키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1:2, 9;

20:4),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6:9),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

거”(12:17) 등. 

이것들은 모두 성경에서 일관되게 사용한 용어임을 알 수 있다. 요한이 밧모 섬에서 받은 요한

계시록의 내용도,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해 증거 하셨던 하나님께서(계 22:6)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

여 사도요 선지자인 요한에게 증거 하신 기별임을 알 수 있다(계 1:1, 2). 즉 요한계시록의 기별도

“예수의 증거”에 속하는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하여 각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계 22:16), 그 똑같은 일이 마지막 때에 출

현할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6)

예수의 강림을 예언한 말라기 4장 4, 5절은 구약성경을 요약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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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부, 2001), 56, 57.



는 내가... 모세에게 명한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

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 지

구를 방문하시는 날을 말한다(암 5:18-20; 욜 2:31, 32). 이 말씀은 예수의 초림으로 일차적으로 성

취되었다. 초림 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침례요한이 예수님 앞서 와서 엘리야의 사명을

수행하였다(마 11:14; 17:13; 막 9:11-13; 눅 1:17). 그리고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께서 하

나님의 아들이시요 인류의 구주임을 증거 하기 위하여 두 증인으로 다시 한 번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류 최후의 “여호와의 날”인 재림 전에도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와 선지자를 상징하

는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중세 1260년간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 “두 증인”으로

다시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표상인 것이다(계 11:3, 4).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서, 중세 1260년

이 지난 다음 출현하는 “남은 자손”은 재림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율법]을 증거 하는 선지자 엘리야

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마지막으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예수의 증거”는 또한 “대언의 영”이라고 말씀한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

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계 19:10). 이

말씀과 평행 구절인 요한계시록 22장 9절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되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

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은 “네 형제 선지

자들”과 같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지자들”임이 분명

하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spirit of prophecy)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예언의 신”과 꼭 같

은 번역으로 성령의 은사(spiritual gifts) 가운데 하나인 예언의 은사를 말한다(고전 13:2; 14:6;

롬 12:6). 과거에 필요할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어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예수의 증거,” 곧 “예언의 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약속은

“그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정체성이 확인된 재림교회에 마지막 선지자 엘렌 G. 화잇(Ellen G.

White)을 주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지난 160여 년간의 재림교회 역사를 통해 확증되었다.7 )

엘렌 화잇은 자신이 받은 예언의 은사를 통하여 17세 때인 1844년부터 1915년 운명할 때까지 70

여 년간의 봉사를 했다. 그녀는 2,000번 이상의 이상들을 받았으며, 10만여 쪽의 원고를 남겼고 70

여권의 책을 출판하였다. 그녀 자신은 선지자라는 말을 결코 쓰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녀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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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로 불렀을 때 반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다. “나의 청년 시절에 ‘당신은 선지자입니까?’라는 질문을 여러 차례 받

았다. 그 때마다 ‘나는 여호와의 사자입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런 직함을 주장해 본적이 없다... 왜 내가 선지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이 시대에는 자신을 선지자라고 대담하게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의 사업에 치욕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며, 나의 사업은 ‘선지자’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나는 스스로 여 선지자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다른 사람이

나를 그런 칭호로 부른다면, 나는 그들과 아무런 논쟁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의 사업은 너무도

많은 방면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나는 자신을 사자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8)

B. 남은 자손의 사명

1. 재림운동의 성경적 배경

요한계시록 10장-14장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세계적인 재림운동과 관련된 예언들이다. 14장

에는 남은 자손이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에 선포할 세 천사의 기별이 계시되어 있다. 13장에는 여자

의 남은 자손을 대항할 사단의 대리자들의 활동이 소개되어 있으며, 12장에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할 남은 자손의 신원이 공개되어 있다. 

11장에는 마지막 때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

이”(19절)는 장면이 소개되는데, 이 구절은 대 쟁투 계시의 서론으로 대 쟁투 계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은 세계적 재림운동을 감당할 하나님의 참 교

회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일어날 것인지를 예언한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요한계시록 10장을 연결시키면 그 기별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다. 

10장에서 하늘의 음성이 말하기를,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10:7),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

성들에게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책을 가지”고 그것을 “먹어버리라”는 명령

이 주어졌다(10:8, 9). “책을 먹는다”는 표현은 구약성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도

록 부름 받는 장면에서 유래된 것이다(렘 15:16; 겔 3:1-3). 이와 같이 마지막 때의 교회, 곧 남은 자

손은 “작은 책”(10:9)에 담긴 말세의 기별을 연구하고 전파할 사명을 받은 것이다.9)

“작은 책”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구약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위한 기별을 봉함하고 있는 책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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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hite, "A Messenger," Review and Herald , July 26, 1906, p. 8; 기본교리, 315.
9) Hans K. LaRondelle, "The Remnant and the Three Angel's Messages," in Handbook of Sev-

enth-day Adventist Theology , ed., Raoul Dederen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2000), 873.



니엘서이다(단 12:4). 그 책이 마침내 하나님에 의해 펼쳐질 것이 예언된 것이다(계 10:8; 22:10). 요

한계시록 10장 6절에 나오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말씀과 비슷한데, 이 말씀은 모두 십계명의 넷

째 계명에서 유래된 표현이다(출 20:8-11). 

그러나 그 작은 책의 기별의 달콤함(시 119:103)은 예상치 못한 쓴 경험을 수반할 것이었다(계

10:9, 10).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세상에 전했지만, 그들이 기대한 그 시간

에 주님이 오시지 않음으로써 쓰라린 실망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경험은 헛되지 않을 것이었

다. 거기에는 하늘의 섭리가 있었다. 그 쓰라린 경험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과 적그리스도

사이에 최후의 선택을 하도록 외치는 마지막 엘리야의 운동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말 4:5, 6;

계 14:6-12). 

그 후에 주어진 기별이 바로 남은 백성의 사명이다.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계 10:11). 이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에서 더욱

확대되어 펼쳐진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0장과 14장의 기별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둘

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인 재림교회의 사명과 기별을 예언하고 있다.10 )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들은 남은 자손의 사명의 윤곽을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4

장 6-12절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은 남은 자손이 선포할 내용을 밝혀준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온 세상을 휩쓸어 갈 사단의 거대한 속임수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이다(계

13:3, 8, 14-16). 이 기별이 다 전파되면 곧이어 그리스도께서 추수하시기 위해 재림하시게 된다(계

14:14-20).11 )

2. 세 천사의 기별의 특징

1) 현대진리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그 때에 필요한 기별을 보내셨다.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 죄를 회

개하고 방주에 들어오라는 구원과 경고의 기별을 주셨다. 니느웨를 위해서는 요나를 통해 회개하고

멸망을 면하라는 기별을 보내셨다. 예루살렘 멸망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는 로마 군대의 깃

발을 보면 지체 말고 피하라는 기별을 주셨다. 이처럼 세상의 마지막 멸망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

상에 마지막 경고와 구원의 기별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이다. 그 기별은 시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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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지만, 내용적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이다. 

엘렌 화잇은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내포하고 있는 셋째 천

사의 기별은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이다.”12)“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기

별이다. 그것은 이 마지막 날들을 위한 생명의 떡이다.”13)“가장 중대한 주제는 첫째와 둘째 천사

의 기별을 포함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모든 사람들이 이 기별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들을 이해해

야 하며, 이 진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대 불가결한 것이므로 일상생활에서 그 진리를 실천해야 한다.

이 중요한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우리는 열렬한 정신과 경건한 신앙심을 가지고 연구해야 하며, 우

리의 학구력과 이해력은 최고도로 발휘되어야 한다.”14)

이와 같이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세상에 전해야 할 현대진리(present truth)이며, 이것은 오

늘날 우리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기별이다.15 ) 우리는 허황한 이야기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대

신에, “현대진리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16) 우리는 겸손하고 단순하게 현대진리를 소개해야 한

다.17 ) 이는 사단이 우리가 현대진리에서 벗어나 다른 것들에 빠지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

하고 있기 때문이다.18 )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두움의 권세

를 제어하시도록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아직 기별은 비교적 적게 나아갔고 세상은

그 영광으로 밝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진리―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는 마땅히 되어야

할 만큼 소리가 나지 않았다. 우리의 문 그림자 안에 그들의 구원이, 개인적인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19)

그러므로 “현대 진리와 그리스도의 재림에 마음을 집중하라. 주님께서는 미구에 오실 것이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 곧 영혼을 변화시키는 진리를 전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진리는 그리

스도께서 전하셨던 것과 꼭 같이 아주 단순하게 전하므로 사람들이 무엇이 진리인지 이해할 수 있

게 해야 한다. 진리는 오류의 구름을 제거해 버릴 것이다.”20)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시대를 위한

“현대진리를 가까이 간직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지금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기 원한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는다고 주장하며,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한

107

11) 기본교리, 237.
12) 교회증언, 8:197.
13) 상게서, 8:27.
14) 복음전도, 196.
15) 교회증언, 5:718.
16) 초기문집, 125.
17) 교회증언, 6:319.
18) 초기문집, 63.
19) 엘렌 화잇, 설교, 1:79.
20) 복음전도, 623.



다는 것을 믿는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선포였다. 그대는 그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는 그대가 그 기

별을 들을 수 있도록 말했는가? 세상은 그것을 들었는가? 세상은 어떤 주의를 들었는가? 그들은 듣

기를 원했는가? 어떤 사람이 그것을 들을 것인가?”21 )

2)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이 왜 마지막 기별인가? 세 천사의 기별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인

것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마치면 곧 이어

15장부터는 일곱 재앙이 내리면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다. 그러면 더 이상 구원의 기회는 없게 된

다. 따라서 순서상으로도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또한 그 기별의 내용 자체가 종말적이다. 첫째 천사는 심판이 가까움을 경고한다. 이 심판은 다

니엘 7장 9-14절과 8장 14절에 연결된 것으로 1844년에 시작된 조사심판을 가리킨다. 또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진 직후 예수 재림이 예언되어 있다(14:14-16). 따라서 세 천사의 기별은 1844

년부터 재림 사이에 세상에 전파될 마지막 호소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

하고 있으며,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받을 두려운 심판을 경고한다. 이처럼 세 천사

의 기별은 모두 마지막 시대에 대한 것이다. 

또한 그 기별의 내용은 그 운동이 일어날 시기를 암시한다.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일부분으

로서, 심판이 곧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다. 구원의 기별은 모든 시대마다 전파되어 왔다. 그러나 세

천사의 기별은 오직 마지막 때에 전해질 복음 기별이다. 왜냐하면 심판은 마지막에 하는 것이기 때

문이다. 

남은 교회가 이 기별을 전파해야 하는 엄숙한 사명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특별한

의미에서 예수재림 교인들은 파수꾼이요 빛의 전달자로 세상에 세워졌다. 그들에게는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빛이 비치고 있다.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사업이 그들에게 주어졌

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다른 어떤 것도 그들의 주의를 빼앗도록 허용되어서는 안 된

다.”22)“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였다. 그 천사들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과 직접적인 관

계가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이들은 온 우주와 조화

되어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

를 통하여 거룩하게 된 남녀들이 세 기별을 차례대로 선포하고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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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서전, 429.



3) 삼중기별

세 천사의 기별은 각각이 따로 분리된 별개의 기별이 아니라, 전체가 다 한 가지 영원한 복음의

기별이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서로 연결을 이루면서 순서를 따라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힘 있게 전파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힘이 셋째 기별을

통하여 더 강하게 되어야 한다.”24)“이것들은 모두 함께 연결되어 있다.”25) 이 세 기별은 차례로

이어서 나타나지만 한 가지 기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성경에는 첫째 천사의 기별 다음에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셋째가 그 뒤를 따”랐다고 말한다. 이곳에 쓰인 “뒤를 따라”라는

말은 “함께 가다,” “따르다,” “동행하다”라는 의미이다.26 )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 8, 9절의 의미

는 단순히 둘째와 셋째 천사가 시간의 여유를 두고 첫째 천사를 따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첫째 천사

와 함께 갔다고 하는 뜻이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삼중 기별인 것이다. 그들은 그 일어난 순서에서만 셋이다. 그러나

일어나자마자 그 기별들은 함께 가며 떨어지지 아니한다.27 )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세 단

계로 이루어진 기별이다.28 ) 세 천사의 기별은 “진리의 완전한 사슬”29) 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 천

사의 기별을 다른 천사의 기별과 연결하여 상호 문맥에서 이해하고 전파해야 한다. 이제 세 천사의

기별을 자세히 살펴보자.

C.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

마지막 기별을 전파하는 세 천사는 마지막 때에 세계적으로 일어날 기독교 신앙부흥 운동을 상

징한다.30) 이곳에서 세 천사는 모두 공중을 날아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첫째와 둘째

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사업을 표상”31)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파할 기별의 순결

성과 고상함, 그들의 사업의 신속성,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스러운 결과, 그리고 그 사업의

전 세계적 범위 등을 가리킨다. “한 천사가 이와 같은 경고를 전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은 참으로

그 의미가 깊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의 사자의 순결과 영광과 능력을 통하여 그 기별

로 말미암아 성취된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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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회증언, 6:60.
25) 증언보감, 2:372.
26) Henry George Liddell and Robert Scott, Greek English Lexicon (Oxford: Clar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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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LaRondelle, 872.
31) 증언보감, 2:372.



또 한 천사가 공중에 날며 ‘큰 음성으로’ 경고하되,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

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분명히 알려준다.”32)

1. 첫째 천사의 기별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 7).

1) 역사적 배경

재림교회의 태동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여

왔다. 밀러운동가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나오는 “심판하실 시간”을 재림 전 심판이 아닌 재

림 자체로 보았다. 그들은 첫째 천사의 큰 외침과 열 처녀 비유에 나오는 밤중소리 및 다니엘 8장 14

절의 성소 정결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적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리하여 기다리던 시

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자 대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후에 재림교회의 선구자들이 된 소수의 무리는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그 실

망을 딛고서 일어서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심판하실 시간”이 재림이 아닌

재림 전 심판(조사심판)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을

통해 이미 전파되었음을 보게 되었다.33 )“그와 똑같이 밀러와 그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기별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도 만일 그들의 실망을 가르쳐 주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

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었더라면,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시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별들을 통하여 하시고자 계획하신 사

업은 성취되었다... 그들은 재림기별을 전파하는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감히 부인하지 못하였고,

그들이 예언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 가장 재간 있는 그들의 반대

자들이라도 그들의 예언해석을 뒤집어 버릴 수는 없었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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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첫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

(1) 영원한 복음의 기별

첫째 천사는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남은 자손을 상징한다.35 ) 이 복음이

왜 영원한 복음인가? 우선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세기 3장 15절의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로 선포하

신 원 복음의 완성이다. “공중에 나는 천사로 말미암아 전파된 기별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뱀

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고 하셨을 때

선포하신바 동일한 복음이다.”36)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원 복음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구

원하신다는 것이며, 이것은 성소 진리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성소를 통해 계시된 것처럼 구

속 사업은 죄의 용서와 죄의 도말 두 국면을 가지고 있다. 완전한 죄의 용서는 죄의 도말을 통해 완

성된다. 에덴동산에서 선포된 원 복음은 이처럼 죄의 도말, 곧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정결하게 되는

일을 통해서 완성되며, 세 천사의 기별은 이러한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심판 사업과 성

소 정결의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심판하실 시간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죄가 들어온 때부터 죄가 도말 되는 때 까지를 포함하는 전체적이고 영

원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눅 4:43). 그분의 기별의 핵심은

복음이었다(마 4:23; 9:35; 11:5; 막 1:14). 신약성경에는 복음이란 말이 110회 나오는데, 그 가운데

70회 이상이 바울서신에 사용되었다. 복음은 바울의 기별의 중심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

하여 택정함을 입었”(롬 1:1)다고 확신했으며, 자신의 그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의 달려

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 20:24). 

복음의 중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다(롬 1:2). 복음의 결과는 의롭다함과 구원이다.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롬 3:26).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

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롬 1:16). 세상에 가장 좋은 소식(복음)은 무엇인가? 죽게 된 사람이 살게 되

었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복음이 우리 안에 완성되는 경험은 우리의 심령에서 죄를 제거하는 용서

와 죄의 도말을 통해 성결해진 심령에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는 것이다. 이 복음은 “여러 나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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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되어야 하며 그제야 세상 끝이 오게 될 것이다(마 24:14; 막 13:10).

마지막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 세상은 복음을 목말라하고 있다. 그래서

남은 교회는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2) 안식일 준수 기별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의”(롬 1:17; 3:20-26)인데, 이것은 죄의 반대말이다. 죄는 불의(요일

5:17)요 그 결과는 사망이다(롬 6:23).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는 큰 소리로 외쳤다. “하

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

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과 관련되어 나타난다(신 5:29; 6:2; 8:6; 13:4). “하나님을 두려워하다”는 히브리

어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사랑의 순종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다(신 10:12, 13; 전

12:13).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구

속하신 은혜를 받아들이라는 호소이다.37 )

하나님의 율법은 그 본질이 사랑이다(롬 13:10). 하나님의 품성도 사랑이다(요일 4:8). 따라서 하

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선

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선포하는 것이다. 각 시대에 선포된 복음 기별은 언제

나 그 기별에 대한 순종을 요구했다. 가인과 아벨에게 어린 양의 희생 제사의 복음을 주셨으나 가인

은 불순종했다. 노아 시대에도 방주에 들어가라는 복음이 주어졌으나 노아의 가족만이 순종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복음을 주시면서 그분의 사랑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

신다. 그 가운데 오랫동안 소홀히 여김을 받은 율법의 요약이요 중심인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도록

요구하신다. 이것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호

소에 나타나 있다. 이 표현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계명에서 가져온 말씀이다. “이는 엿새 동

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1). 

(3) 심판의 기별

첫째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큰 외침으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절정이

임박하였다는 엄숙한 사실을 선포한다. 이 기별은 이어지는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초가 된다.

요한계시록 12-14장에 나오는 대 쟁투 예언의 중요한 배경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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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언약궤가 들어 있는 하늘 성전의 지성소는 첫째 천사가 외치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성

소 제도, 특히 대속죄일의 봉사를 가리키는 지성소 봉사와 관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대속죄일 봉사

는 1년간의 성소 봉사의 절정이요 완결로서 속죄의 날인 동시에 심판의 날이었다. 이스라엘은 지금

도 이 날을 심판의 날로 부르고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표상적인 대속죄일 봉사의 원형이 되는

하늘 지성소 봉사를 가리키는 것이다.   

첫째 천사가 외친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7, 8장을 연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첫

째 천사의 기별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 심판과 성소 정결에 대한 예언의 구체적 성취이기 때문

이다(단 7:9-14; 8:14). 다니엘 7장을 간단히 살펴보면, 2-8절에 제국들의 개략적인 역사와 작은

뿔이 등장한다. 이어서 하늘 심판의 장면이 나온다(7:9, 10). 그리고 다시 지상에서의 작은 뿔의 활

동과 그 결말에 대한 묘사가 나온다(11, 12절). 그리고는 곧이어 13절과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라

를 받기 위해 하늘 아버지에게 나아오는 하늘의 장면이 나온다. 

다니엘 7장에 나타난 이러한 패턴이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에서 확대되어 나온다. 즉, 지상(계

13; 단 7:2-8); 하늘(계 14:1-5; 단 7:9, 10); 지상(계 14:6-13; 단 7:11, 12); 하늘(계 14:14-20; 단

7:13, 14)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앤드류스 대학의 구약학 교수인 듀칸(JacquesB. Doukhan) 박사

는 이렇게 결론짓는다. “다니엘 7장에서 예언된 하늘 심판과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은

동일한 것이다.”38)

다니엘 7장은 8장과 평행관계를 이루고 있다. 7장에는 사자(바벨론), 곰(메대-페르시아), 표범

(헬라), 무서운 짐승(이교로마), 작은 뿔(교황로마), 그리고 하늘 심판의 순서로 세상 역사가 나온다.

그리고 8장에는 수양(메대-페르시아), 수염소(헬라), 작은 뿔(이교로마와 교황로마), 그리고 성소

정결의 순서로 세상 역사를 기록한다. 이 두 예언을 비교하면 7장의 하늘 심판은 8장의 성소 정결

과 같은 사건임을 알게 된다. 이것은 성소봉사에서 대속죄일이 바로 심판의 날인 동시에 죄를 도말

하는 속죄의 날이었음을 통해 더욱 분명해 진다. 

따라서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심판”은 다니엘 7장 9, 10절에 나오는

하늘 심판인 동시에 다니엘 8장 14절에 나오는 (하늘) 성소의 정결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

므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원형적 대속죄일이 하늘 성소에서 시작되었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봉사가 끝나면 곧 재림이 있을 것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

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판의 기별은 다니엘서 8장 14절의 2300주야의 끝인 1844년 하늘 지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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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ty Press, 1987), 60.



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첫째 천사의 큰 외

침은 하늘 성소에서 하늘 법정이 개정되고, 인류의 죄 문제에 대한 최종적 판결의 시간이 임박했으

니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우주적인 선언이다.39 )

(4) 창조주 예배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또한 모든 사람에게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촉구한다. 예배는 하늘에서부터 선

악의 대 쟁투의 쟁점이었다(사 14:12-14; 4:8; 마 4:8). 예배는 창조의 목적이요(사 43:7, 21), 인간의

본분이다(전 12:13; 계 4:11).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

의 기별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한다(계 14:7; 출 20:11). 이 기별

은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참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40)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일이며, 이것을 제도화 한 것이 안식일 준수이다(출 16:28, 29).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14장의 호소는 그 앞장인 13장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명령과 대조되어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계 13:3, 8, 15). “첫째 천사의 기별은 사람들에게 세상

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우리들의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하고 있다.”41 ) 마지

막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참된 예배와 거짓 예배 사이에서 한 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사단을 경배할 것인가를 결단해야만 한다. 나아가 세 천사의

기별 전체가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경배하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둘째 천사

의 기별에도 우상숭배 하는 바벨론 세력에 대해 거짓 예배의 결과에 대한 경고가 들어 있으며,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바벨론이 강요하는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에 대해 경

고하고 있다. 따라서 세 천사의 기별이 다 “경배”에 관한 기별이다. 

(5) 남은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때에 진리와 오류가 뒤섞여 있고, 영적으로 가난하고 눈먼 상태에 있

으면서도 교만에 빠져있는 교회들에게 자신들의 영적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준비시키는 기별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

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

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일깨워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42)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과 일치하는 삶을 사는 우리의 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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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문창길, 성경전서의 결론 요한계시록 (서울: 시조사, 2005), 207.
40) 기본교리, 238.
41) 가려 뽑은 기별, II:106.
42) 각 시대의 대 쟁투, 379.



는 말은 우리의 생애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낸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

리 자신의 품성에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분을 알리는 것이다.”43)

2. 둘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

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계 14:8).

1) 역사적 배경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한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

고 있다. 이 예언의 역사적 성취는 밀러의 재림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재림운동은 많은 교파의 신

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많은 추종자를 얻었다. 그러나 신자들이 자기의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것

을 막기로 결심한 기성교회들은 재림의 기별을 거절하고 재림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출교하였다.44)

이러한 배경 아래 밀러 운동의 지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찰스 피치(Charles Fitch)에 의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전파되었다. 그는 바벨론을 로마 가톨릭교회로 보던 전통적인 견해를 넘어서 재림

기별을 거절하는 개신교회들도 바벨론에 포함시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

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

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 합중국의 교회들에

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못하였다. 당시의 교회들이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으나 그 타락은 극도에 달한 것이 아니었다.”45) 따라

서 당시의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성취되는 중에 있으며 그 최후적 성취는 미래

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래서 엘렌 화잇은 “모든 그리스도교국의 각 교회들이 세상과 완전히 연

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아직 장래에 속한 일이다”46) 고 말하였다.

2) 둘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

둘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는 근본적으로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에 기초한 것이며, 첫째 천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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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White, Manuscript 16, 1890.
44) 각 시대의 대 쟁투, 380.
45) 상게서, 389.
46) 상게서, 390.



기별을 거절한 자들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즉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는 것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첫째 천사의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이것도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기별임

을 알 수 있다. 요한계시록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사실은 계시록의 후

반부에서 이 기별이 다시 한 번 반복되는 것을 보아서 알 수 있다(계 18:1-4). 이제 바벨론의 의미와

그가 세상으로 마시게 하는 음행의 포도주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1) 바벨론의 의미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바벨론”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대

바벨론과 마지막 때의 영적 바벨론과의 표상학적인 관계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바벨론에 관한 경고는 구약성경에서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고대 바벨론에 대

해 경고한 것과 유사하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

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사 21:9; 참조 렘 51:6, 7). 

먼저 고대 바벨론에 관해 알아보자. 고대 바벨론은 그 시초부터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중심이었

다. 고대 바벨론은 니므롯이 건설하였는데, 바벨탑은 반역과 배도의 상징이었다(창 11:1-9). 그 후

바벨론은 역사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

으며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아갔다. 그리고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했으며, 하

나님의 성전을 짓밟았다. 그러므로 고대 바벨론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중적으로 원수였

다. 실제적인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 동일한 정치적, 종교적 특성을 가진 영적 바벨론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중세 로마 교황권이다(단 7:25; 계 13:1-10). 

중세 암흑시대 동안의 로마교황권의 배도와 잔인한 박해로 인해 종교 개혁자들과 그 이후 대부

분의 개신교도들은 로마교회를 영적 바벨론(계 17장) 즉, 하나님의 원수로 간주했다.47 ) 고대 바벨

론이 이스라엘을 침입하여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 잡아갔던 것처럼 영적 바벨론

도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모독하며 그리스도의 중보를 거짓 예배

와 인간 중보자로 바꾸었다(계 13; 17장).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바벨론”은 하나님과 그리스

도의 신실한 종들에 대한 원수인 것이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을 “큰 음녀”라고 말하는데,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

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계 17:5)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 성경에서 음녀는 배도한 교회를 표상하

는데,48 ) 큰 음녀는 타락한 로마교회를 가리키고, 그의 딸들은 로마교회의 거짓 교리를 따르는 개

신교회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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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Froom, II:531, 787.
48) 기본교리, 239.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한다.49 ) 그러므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바벨론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50) 즉 타락한 로마교회와 그의 노선을 따르는

모든 개신교회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2) 음행의 포도주

둘째 천사는 바벨론을 가리켜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라

고 말한다. 같은 말씀이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반복된다.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

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2절). 이곳에 나오는 “음행”이란 말은 바벨론과 세

상 국가들 사이에, 즉 배도한 교회와 국가 권력 사이에 맺은 불법적인 관계를 말한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소개되어 나온다(17:3). 본래 교회는 주

님의 아내인데, 그가 세속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주님을 떠나 세상과 연합하는 것을 영적으로

음행을 저지른다고 말하는 것이다(겔 16:15; 약 4:4 참조). 

바벨론이 마시게 한 “음행의 포도주”는 그의 이단적 가르침, 즉 거짓 교리들을 가리킨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

리들을 의미한다.”51 ) 앤드류스(J. N. Andrews)는 바벨론의 포도주를 다음과 같은 것들로 해석했

다. “유아세례 교리, 교회와 국가의 불법적이고 범죄적인 연합, 그리스도의 강림 이전에 이 땅에 평

화와 번영의 복천년 도래 교리, 넷째 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함, 이교 신화에서 유래된 영혼

불멸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영적으로 해석함 등.”52)

엘렌 화잇도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난 “바벨론의 거짓 교리”를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한다.53 )“바

벨론은 유독한 교리들 곧 오류의 독주를 간직하고 있다. 이 오류의 독주는 영혼 불멸설, 악인의 영

원한 형벌, 그리스도의 베들레헴 탄생 이전의 선재성 부인, 하나님의 거룩하고 성별된 날보다 주일

중 첫째 날을 높이는 일 등과 같은 거짓 교리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것들과 이와 유사한 오

류들이 여러 교회들을 통하여 세상에 소개되고 있다. 그리하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고 한 성경의 증언이 성취되고 있다.”54) 오늘날 많은 잘못된 가르

침들에 의해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

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그리스도교계의 많은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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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각 시대의 대 쟁투,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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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가려 뽑은 기별, II:118.
54) 증언보감, 2:362.



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거부당하고 있다.”55)

이 모든 교리는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세속과 연합하기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이교 철학에

서 나온 것이다. “만일 바벨론의 술로 취하게 하는 절망적인 일이 세상에 없었을 것 같으면 명백하

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았을 것이

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에 여러 가지 혼란과 상호간에 모순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

로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다.”56)

영적 바벨론은 국가 권력과 연합하여 그의 거짓 교리를 세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압력을 행사

하고 있다. 그 음녀는 자신의 거짓 교리를 거절하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의 피

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계 17:2, 6)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연합은 언제나 비극을

초래한다. 그에 대해 둘째 천사는 그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라고 그의 멸망을 두 번 반

복하여 외친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을 경고한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큰 주제로 반복하여 나타난다. 16장에는 일곱 재

앙으로, 17장에는 짐승에 의한 음녀의 살해로, 18장에는 불타는 도성과 바다에 던져진 큰 맷돌로,

19장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주님과의 전쟁의 패전으로, 20장에서는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짐으로

바벨론의 멸망은 확실히 성취될 것이 예언되었다.57 )

마지막이 가까워 올수록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점점 더 힘 있게 외쳐질 것이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종교 조직체들이 대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참 백성을 핍박하게 될 때, 둘째 천사의 기별은 완

전히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별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백성들을 핍

박하게 될 때에 그 교회들은 바벨론이 되는 것이다. 바벨론으로 표상된 교회들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서 타락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핍박하는 세력으로 바뀐 교

회들을 상징한다.”58)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기별은 요한계시록 18장 2-4절에서 다시 한 번 반복되는

데, 이것은 아직도 그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나와 그 멸망을 피하라는 호

소이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3. 셋째 천사의 기별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55) 각 시대의 대 쟁투, 582-583.
56) 상게서, 389.
57) 문창길, 216.
58) 복음전도,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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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

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밟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

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9-12).

1) 역사적 배경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 대한 최후의 경고로 나타난다. 이것은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받게

될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이다. 1844년의 대 실망을 겪은 이후,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성경연구를 통

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하나 회복하게 되었다. 그들은 제칠일 침례교회로부터 제칠일 안식일이

성경의 참 안식일임을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통

해서 마지막 때에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는 시험하는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하늘 성소 봉사를 이해하게 되면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께서 하

늘 성소의 두 번째 단계인 지성소 봉사 사업을 시작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이리하여 그들은

안식일과 성소 진리의 종말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때에

참 안식일 회복을 선포하는 기별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나 밀러는 이 기별을 깨닫지 못했

으며 죽을 때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는 안타깝게도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였

다.59 )

1846년까지 안식일 진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관계에 대해 명료하게 정의된 개념을 갖지 못했

던60) 엘렌 화잇은 후에 그것을 밝히 이해하고는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안식일에 관해

제칠일 침례교도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어떤 목사를 책망하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용의 군대와 연합하고 있다. 그는 치열

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다... 그 [세 천사의] 기별들에서 안식일을 분리시키면 그것들은 그 힘을 잃

어버린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이 따르게 된다.”61 ) 이와 같이 하여 재림교회는 제칠일 안식일을 셋째 천사의 핵

심 기별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

며, 현대진리인 것이다.62 )

59) 초기문집, 257, 258.
60) 교회증언, 1:78, 79.
61) 상게서, 1:337.
62) 안금영, “세 천사의 기별과 재림운동의 역사적 배경,” 세 천사의 기별과 영원한 복음,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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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상징들의 의미

첫째 천사는 “심판”의 시간이 가까웠으므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참 예배를 회복하라고 크게

외쳤다. 이어서 둘째 천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 배도한 교회들이 거짓 교리들을 가지고 세상을 타

락시키는 죄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서 나오라고 호소

하였다. 그런데 이 두 기별을 확대하여 반복한 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따라서 “첫째와 둘째가

없이 셋째가 있을 수 없다...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모두 연결되어 있다.”63)

(1) 짐승과 짐승의 우상

셋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 대하여 가장 엄숙한 경고를 선포한다. 이곳에

나오는 “짐승”이란 무엇인가? 요한계시록에서 짐승이란 13장 1-10절에 나오는 교회와 국가의 연합

체를 말한다. 이 짐승은 일천 년 이상 중세 교회를 지배한 “불법의 사람”(살후 2:2-4), 혹은 “작은

뿔”(단 7:8, 20-25; 8:9-12)의 세력인 교황권을 가리킨다.64 )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짐승인 교황권의 모본을 따라

개신교회들이 종교 개혁의 근본정신을 상실하고, 거짓 교리를 사람들에게 강요하고자 국가 권력과

연합할 때, 그 배도한 종교 집단을 가리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다.65 )“그러므로 ‘짐승의

우상’은 자기의 교리를 강요하기 위하여 국권의 도움을 구함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도들의

단체를 나타낸다.”66)

이러한 개신교회와 국가의 연합은 중세 1260년간의 잔인한 박해를 자행한 배도한 로마 교황권

의 완전한 우상이 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나온 두 뿔 가진 새끼양 같은 짐승이 이

우상을 만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13:14). 요한계시록에서 이 짐승은 미 합중국을 가리킨다. 미

국 내의 “주요한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교리에 의하여 서로 연합하여 그 국가로 하여금 자

기들의 교령(敎令)을 강제로 실시하게 하고,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려는 때가 이르면, 그

때에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적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67)

63) 가려 뽑은 기별, II:105, 117.
64) 기본교리, 241; 각 시대의 대 쟁투, 445.
65) 기본교리, 241.
66) 각 시대의 대 쟁투, 445.
67) 상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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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짐승의 표

그러면 “짐승의 표”란 무엇인가? 짐승이나 그의 우상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14장의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경고한 다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를 대조하여 말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 계명을 범하는데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교황권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라”(단 7:25)고 예언했다. 중세 교황

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내세웠다. 그는 우상 예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

명을 빼버리고, 제칠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넷째 계명을 일요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고쳐 버렸다. 이

렇게 율법이 변경된 것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그것을 변경한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 교황권이 변경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은 교황권에 순종하

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68 )

하지만 일요일을 참 안식일로 알고 지킨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 여기에는 개신교인

뿐만 아니라 천주교인들도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실한 마음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조만간

국가의 법률로써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또한 참 안식일이 온 세상에 밝혀졌을 때에도 알면서 거

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로마교회에 복종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분명하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순종할 것이냐이다.

진리를 알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69 )

“세속적 권력을 가지고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바로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교회들은 스스로 짐승

의 우상을 만들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북미 합중국이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 우상

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 된다.”70)“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조로

연합하여 국가에 압력을 가하여 교회가 저들의 조직을 유지하게 하는 법령을 발표하게 하는 때에는

개신교 미국은 로마교회의 교권의 우상을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때에 참 교회는 옛날의 하나님이 백

성들처럼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71 )

68) 상게서, 446.
69) 상게서, 449.
70) 상게서, 448.
71) 살아남는 이들,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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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표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일요일 준수를 고집하며 하나님보다 인간의 권위

를 더 높이는 표시인 일요일을 신성시하여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가리키는 규정

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된다. 안식일의 변경은 로마교회

의 권위의 표요 증거이다. 넷째 계명의 요구를 이해하면서도 참 안식일 대신에 거짓 안식일을 지키

는 것은 그것을 명령하는 그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72)

“양의 새끼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이 명령한다.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계 13:16, 17). 여기 말하는 표는 곧 셋째 천사가

받지 말라고 경고하는 바로 그 표이다. 그 표는 첫째 짐승 즉 법왕권의 표로서 그 세력의 현저한 특

징으로 부각될 것이다. 선지자 다니엘은 ‘작은 뿔’로 표상된 로마교회가 ‘때와 법을 변개하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하였으며(단 7:25), 바울은 이 세력에 대하여 ‘불법의 사람’(살후 2:3, 4)이며 하나님

위에 자신을 높일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함으로써만 법왕권은 스스로를 하나

님보다 높일 수 있었다. 누구를 막론하고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무턱대고 지킨다면

그 사람은 율법을 변개한 세력에 대해 지극한 경외를 표하는 것이 된다.”73)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인류에게 지금껏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를 외친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

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계 14:9, 10).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은 두려운 죄악임에 틀

림없다. 남은 자손은 이처럼 중대한 문제를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한다. 이 죄악에 관한 경고는 하나

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3) 공중에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외침

세 천사는 모두 그 기별을 “ 공중에 날아가”면서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

였다. 이것은 삼중 기별이 전파될 범위가 전 세계적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공중에 날아가면서 큰 음

성으로 전파할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세계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능력 있게 전 세계적으로 각 분야에 그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대해 다음과 같

이 묘사되어 있다. “셋째 천사는 공중에 날고 있는 것으로 상징되었으며 큰 음성으로... 이 기별들의

영향을 광범위하게 미쳤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이 기별들로 말미암

아 교육 기관, 출판 기관 및 의료 기관들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이 모든 기관들은 공중에 날고 있는

72) 상게서, 380-381.
73) 상게서, 381.122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로 상징된 위대한 사업 곧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큰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케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시다.”74)

(4) 하나님의 진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를 선포한다. “만일 누구든지 짐

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여기서 “섞인 것이 없는...하나님의 진

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섞이지 않은 심판을 가리킨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5, 16장에

나타난 일곱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에 부어질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두 무리가 형성될 것이다. 한 부류는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인데, 그

들에게는 가장 참혹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

키는 자들이다(계 14:9, 12). 이 사람들은 어린양과 함께 시온 산에 서게 될 것이다(계 14:1; 7:2, 4). 

3) 셋째 천사의 기별의 내용

(1)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14:6)이다.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하나

님의 의”다. 바울은 말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

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이것은 인간이 율법을 지

킴으로 얻는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무한한 값을 치르시고 인간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

별이 없느니라”(롬 3:22). 그리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롬 3:24). 

셋째 천사의 기별의 결론인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그 기별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임을 분명

히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

니라.” 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요약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다.”75) 이곳의 “예수 믿음”이란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용

74) 가려 뽑은 기별, II:117.
75) White, The Ellen G. White 1888 Materials (Washington, D.C.: Ellen G. White Estate, 1987),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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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시는 구주라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한다. 즉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76)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셨다. 이 기

별은 들리움을 받으신 구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희생 제물에 관한 소식을 세상을 향해 더욱 분

명하게 드러낼 것이다. 그것은 보증물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를 제시하였다. 그것은 백성들에

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도록 초청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

난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잃어버렸다.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인격, 공로, 인간 가족

들에게 행하신 변함없는 사랑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모든 권세가 그분께 주어졌으므로 그분은

인간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며,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분 자신의 의를 속절없는 인간

대리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명하신 기별이다. 이것

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지심이 수반될 것이

다.”77 )

이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임을 알 수 있다. “어떤 형제들은 믿

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들이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

여 적이 염려하고 있으나 나는 아무도 이 일로 인해서 놀랄 필요가 없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바이다.

왜냐하면 이 교리를 성경에 밝혀진 그대로 증거함에 있어서 아무런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과

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가르치는 일에 태만과 부주의함이 없었다면 오늘날에 와서 특별한

관심을 집중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모든 의의 원수인 마귀가 꼭 그렇게 되도록 계획한 것처럼

성경 가운데 우리들에게 주신 바 굉장히 위대하고 고귀한 허락들을 대부분 잊어버리고 말았다. 마

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참된 성품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들과 우리 하나님 사이에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늘어뜨린다. 여호와께서는 당신 자신이 친히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

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출 34:6)이라고 선포하셨다.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 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

별이다’라고 했다.”78)

우리는 영원한 복음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못 나타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엘렌 화잇 당

시 잘못된 성화 이론을 가지고 그릇되게 가르침으로 교회를 혼란케 하는 일이 있었다. 다음 기록

은 당시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K 장로는 이 성화에 대한 이론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당

황케 하고 혼란케 하였다. 이 이론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76) Ibid.
77)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91.
78) 가려 뽑은 기별, I:372. 참조 Review and Herald , April 1, 1890; 마지막 사건들, 199; 복음전도,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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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상실한다. 성화에 대한 이 관점은 매우 아름다운 이론처럼 보인다. 이 이론은 어둠, 오류, 자

만 가운데 처하여 있는 가련한 영혼을 가려 주는 회칠을 한다. 이 이론은 그들에게 훌륭한 그리스

도인처럼 보이는 외모를 갖게 하고,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소

유하였다는 착각을 갖게 한다. 그것은 악을 빛 가운데 드러내지 않으며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 평

안과 안전의 이론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고쳐 주며 평강이 없을

때에 ‘평강하다, 평강하다’라고 부르짖는다. 부패한 마음을 가진 남녀들이 사단의 매개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화의 의복을 걸치고 무리들의 모본으로 추앙을 받으면서, 정직한 영혼들로 하여금

셋째 천사에 의해 선포된 엄숙한 진리의 능력과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곁길로 가

도록 그들을 유혹하고 속이는 일에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다. K 장로는 모본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사업에 손해를 끼쳐 왔다. 그의 생애는 흠 없는 생애가 아니었다. 그의 행

위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나 점 없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일치하지 않았다. 그의 부패한 속성은

극복되지 못했으나, 성화를 매우 강조하여 논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 그가 과거에 한 일이

나에게 제시되었다. 그는 영혼들을 진리로 인도해 들여서 셋째 천사의 기별 위에 세우는 일에 실

패하였다.”79 )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무미건조한 이론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이 기별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

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서 살아 계신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어야 한

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자존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며 후손으로, 빛난 새벽별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호소

가 울려 퍼져야 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

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

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사 40:9-11).”80)

따라서 “영혼을 구원하는 기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세상에 주어져야 할 기별이다. 하나님의 율

법과 예수의 믿음이 둘 다 대단히 중요하며 동등한 힘과 능력으로 주어져야만 한다. 대개 그 기별의

첫 부분에 생각을 집중하여 왔으며 마지막 부분은 이따금 생각하여 왔다. 예수의 믿음이 이해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그것을 말하고, 그것으로 살고, 그것을 기도해야만 하며 기별의 이 부분을 그들의

가정생활에 적용하도록 백성을 교훈해야 한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

음이니’(빌 2:5).”81 )

79) 증언보감, 1:110.
80) 교회증언, 6:20.
81) 가려 뽑은 기별, III: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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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식일 기별

하나님의 계명은 성소 제도의 최고 중심부에 놓여 있으며, 성소 봉사는 그 계명을 중심으로 이루

어졌다. 율법이 없이는 사람이 자신의 죄 됨이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필요를 느낄 수 없다. 셋째 천

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의 중심인 안식일 계명의 회복을 선포한다. 그는 선악의 대 쟁투의 마지

막 쟁점이 안식일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그 천사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경고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설

남은 백성을 소개하기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

는 자니라”고 선언한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은 순종과 함께 제시되었다. 전 세계적인 세력인 거대한 바벨론이 법령으로

거짓 안식일을 강요하는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참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굳게 지

킬 것이라고 말씀한다. 따라서 “만일,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땅에 속한 한 세력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라는 진리를 유린하는 한편, 위에 속한 한 능력은 충성되고 율법을 높이며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드는 자의 마음에 역사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82)

종교 개혁자들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복음을 회복했으나, 그 개혁자들이 떠난 이후 개신

교회들은 개혁자들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이 받은 진리 이상 더 전진하지 않았다. 오히려 개

신교회들 서로 간에 교리 논쟁에 빠져 다른 견해를 가진 신자들을 핍박했다. 그들은 하늘 지성소에

서 이루어지는 더 완전한 복음의 빛을 따라 전진하기를 거부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부분의 개신

교회들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율법은 폐지되었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대 쟁투의 시초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없는 것이며, 공의와 자비는 조화될 수 없

으므로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서는 죄인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의 생애와 죽음을 통하여 공의가 자비를 손상시키지 않을 뿐 아니라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

님의 율법은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셨다. 그리하여 사단의 주장은 거짓됨이 드러났다. 

그러자 사단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 놓았다. 하나님의 자비가 공의를 파괴시켰고 예수 그리스도

82) 복음교역자,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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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죽음으로 율법이 폐지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

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율법을 폐지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영원히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문제가 “그리스도와 사

단 사이의 대 쟁투의 마지막 싸움”이될 것이다.83 )

이처럼 성소와 안식일 진리를 깨달은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그들이 발견한 진리를 열심히 전파

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진리를 환영하지 아니하였다. 안식일 계명을 순종하면 희생이 요

구되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에서 돌아섰다. 그리고 사람들의 주의가 안식일 진리에 쏠리게

되자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이론과 궤변, 그리고 교부들의 유전과 교회의 권위로 그 진리를 가

리고자 애를 썼다.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안식일 진리를 수호하는 사람들은 오직 성경만으로 넷째 계명의 확실성을 증거 하였다.

학자들이 자기들의 뛰어난 이론과 논리를 가지고도 성경에 근거한 사람들의 단순한 주장을 이길 수

없음을 알 때, 그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논법을 사용한다. “우리 조상들과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그것이 그들에게 옳았다면 우리에게도 옳은 일이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어져 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끼칠 수가 없

게 된다. 제칠일을 지키는 소수의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온 세계를 대항하여 무슨 일을 이룰

수 있는가? 왜 일요일을 지키는 위대한 사람들이 안식일을 모르고 있는가? 당신들만 옳고 세상의

모든 학자들을 틀렸는가?”    

이 같은 이론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을 정당화시킬 때에 사용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가납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손이 동일한 방

법을 따름으로 구원을 못 얻을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종교 개혁 당시 로마 교회는 많은

참 신자들이 로마교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이

러한 논리는 효과적으로 진리의 사업을 방해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합당치 않은 주장이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

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행 17:30). 주님은 각 시대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여러 세기 동안 확립된 오래된 교리

라고 주장하지만, 안식일과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더 오래되고, 더 널리 보급되었던 일이다. 그것은 세

상 자체만큼 오래된 것이다(욥 38:6, 7; 창 2:1-3 참조). 그 진리는 사람의 권위나 전통이 아니라 영원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으로 명령되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84)

83) 시대의 소망, 761, 763.
84) 각 시대의 대 쟁투, 4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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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세 천사의 기별은 그 중심이 안식일 기별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첫째 천사의 기

별은 다름 아닌 안식일 기별을 전파한 것이다. 둘째 천사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지 않도록 경고

한다. 그리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짓 안식일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한다. 안식일은 짐승의

표와 대립된 하나님의 인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치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안식일

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앞서 선포되어야 할 마지막 기별이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큰 문제”이며, “충성스럽고 진실한 자들과 불 충성스럽고 범법하는 자들 사이를 가르는 구분선이다.”85)

이 진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 회복되고 수호될 것이다. “로마 교황은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

서 첫째 날로 변경시켰다. 그는 피조물이 그의 창조주를 기억하도록 주어진 바로 그 계명을 변경시

켰다. 그는 십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을 변경시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시 하려 하였고 심지어 하나

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였다. 주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의 율법도 변할 수 없는 것

이다. 그러나 로마 교황은 변치 않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코자 함으로 자신

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자 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짓밟고 자신의 권위로써

일하는 엿새 중 한 날로 그날을 대신해 버렸다.”86) 온 세상이 짐승을 따라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거

룩한 시간을 훼손하고 있다. 그러나 남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너진 율법이 회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영원히 셋째 천사의 기별, 즉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

도의 증거의 내용이다.”87) 셋째 천사의 기별과 안식일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엘렌 화

잇은 안식일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분리하면 그 진리는 힘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셋

째 천사의 기별과 연결을 시키면,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에게 확신을 주는 능력”이 안식일 기별에

따르게 된다고 약속했다.88 ) 이 기별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받아들이게 될 것을

그녀는 보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선포하는 셋째 천사는, 이 기별을 받아들

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고 세상을 향하여 경고의 음성을 발하는 백성들을 상징하

는 것과, 이 경고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안식일을 받아들일 것을 나는 보았다.”89) 재림교

회는 이처럼 안식일 진리를 요한계시록 14장 9-12절의 종말론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있다.90 )

(3) 건강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요한 한 부분임

① 자연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전하고 거룩하게 창조하셨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85) 가려 뽑은 기별, III:423.
86) 초기문집, 64.
87) 가려 뽑은 기별, III:287.
88) 교회증언, 1:337.
89) 자서전, 96.
90) Damsteegt, 241; LaRondelle,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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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거룩한 상태로부터 타락하였다. 그 이후 인간은 타락한 식욕과 방탕한 정욕에 빠짐으로 자연 법

칙을 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활력을 감소시키는 습관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다. 노아 당시 세상은 폭식과 정욕의 방종으로 부패가

도처에 만연하였다. 

예수께서는 감람산 위에서 그분의 재림 직전에 있을 일들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다. “노아의 때

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7-39). 노아 당시 사람들은 폭식과 폭주로 식욕에 방종하였고, 그 방종은

부패로 인도하여 마침내 그들의 강포와 범죄가 하늘에까지 도달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홍

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 

또한 소돔 거민들도 폭식과 술 취함으로 도덕적 타락에 빠져 죄의 흉악함을 알지 못하였다. 오

히려 그들은 죄를 범하는데 쾌감을 느꼈다. 예수께서 마지막 세상에 대해 경고하시기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

로서 불과 유황이 비 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눅 17:28, 29)고 하셨다. 그런데 노아 시대와

소돔, 고모라 시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했던 그 같은 죄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존재한다. 오늘

날의 세상도 식욕과 정욕에 방종함으로 자연 법칙을 범하고 있다. 

재림교회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 속에(14:7) 건

강 개혁의 기별을 포함시키고 있다(고전 6:19, 20). 그리하여 그들은 해로운 습관을 삼가고 건강 생

활을 도모하고 있는데(고전 10:31), 이는 인간의 몸은 마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

라서 그들은 자연 법칙을 어기는 것을 도덕적인 범죄행위로 이해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신체 법칙을

범하는 사람은 도덕의 율법인 십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믿는다.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주제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14:12), 건강 개혁과 셋

째 천사의 기별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일에 방종

하면 그의 도덕적인 기능은 약화되고 저열한 정욕이 정신을 지배하게 된다. 사람이 이런 죄 된 방종

의 습관을 가진 채로 거룩한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패하면 죄가 죄

스럽게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돈과 능력을 쾌락적 욕망

을 채우는데 낭비하게 된다. 그리하여 건강을 잃고 질병으로 고통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된다. 이러한

부절제의 삶은 하나님의 지어 주신 몸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요 창조주를 모욕하는 반역행위이다. 이

런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다.91 )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있을 타락을 내다보시고 건

91) 교회증언,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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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개혁의 빛을 보내 주신 것이다.92 )

② 건강 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은 팔과 몸의 관계임

건강 개혁과 셋째 천사의 기별과의 관계는 팔과 몸의 관계에 비유된다. “건강 개혁이 셋째 천사

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마치 팔이 몸에 관계되는 것과 같다. 그러나 팔이 몸의 자

리를 차지할 수는 없다. 셋째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선포하는 것이 우리 사

업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 기별은 큰 소리로 포고되어야 하며,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건강 원

칙의 제시는 반드시 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연합되어야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떨어져 독립한다거나 또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자리를 대신하지 말아야 한다.”93)

이와 같이 자연 법칙에 순종하도록 호소하는 건강 개혁의 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

종하도록 도와준다. 이 점에서 건강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사명과 같은 주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건강개혁의 기별을 크게 드높여야 한다. “건강 개혁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한 백성을 준비

시키는 큰 사업의 한 부분”으로서 “자연 법칙을 명백히 하고, 그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주님의 오

심을 위하여 한 백성을 위하여 준비시키는 셋째 천사의 사업에 동반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하나님

께서는 “건강 개혁의 대주제가 마음에 동요를 일으키고 일반 대중의 마음을 깊이 분기시키어 연구

하게 되기를 뜻하셨다. 왜냐하면 신령한 진리를 통해 그들은 성화되고, 고결하게 되고, 고상하게 되

어 영광의 왕국에서 하늘 천사들의 무리와 더불어 살기에 적합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와 함께 의료 선교 사업을 결합”94) 시켜야 한다. “우리의 사업

에 있어서 절제의 개혁에 더욱 많은 관심이 기울”여야 한다. “모든 참된 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업에 있어서 한 부분을 이룬다.”95) 우리는 건강 개혁의 원칙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

로 실천해야 한다. “우리 백성이 모이는 큰 모임들은 건강 개혁의 원칙을 설명하기에 절호의 기회”

이며, 그런 모임들에서 건강 개혁을 가르쳐야 한다. 

엘렌 화잇 당시 어떤 큰 모임을 갖던 “천막 식당들에서 고기가 식탁에 올라오고, 판매소에서는

여러 가지 비 건강식품들을 팔았다.” 그 때 그녀는 “건강 개혁에 관한 교훈을 실행하지 않고 부인함

으로 깊은 감명을 끼치지 못하였”다고 책망하였다. 그러나 그 후의 장막회 책임자들이 말로뿐만 아

니라 행동을 통해 백성들을 교육한 결과, “식당 천막에서는 고기가 공급되지 않았고, 과일, 곡식, 그

리고 채소가 풍성히 공급되었다.” 그러므로, “시대의 끝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건강 개혁과 그리스

92) 상게서, 161-164.
93)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75. 참조 교회증언, 1:486; 3:161.
94) 목사와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 416.
95) 교회증언, 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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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인 절제에 관한 문제를 점점 더 높이 쳐들어 더 한층 적극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으로 제시해야 한

다. 우리는 말로써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교훈과 행동이 병행할 때 뚜렷한 감화를 나타내게 된다”96) 고 호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백성으로서 건강 개혁 사업에 있어서 큰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이 일에 연합해서 일해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큰 음성으로 외칠 수

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

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고후 7:1). 식욕과 정욕의 방종은

이 시대에 편만한 죄이다. 사람이 식욕에 방종하게 되면 그것은 사람의 지성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감각을 마비시켜, 저열한 정욕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도덕적, 지적 능력이 흐려지면 속죄의 가치

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기쁨을 얻을 수가 없게 된다. 그런 사람

은 상상력이 병들게 되어 전혀 잘못된 시각으로 문제들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승천을 기다리는 남은 백성들은 건강 개혁 사업에 있어서 철저한 개혁자들이 되어야

한다. 식사 습관이 사람의 건강과 유용성 뿐만 아니라 품성, 나아가 영원한 운명에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돌보아야 한다. 식욕을 도덕적 능력 아래 굴복시

켜서, 신체가 정신의 종이 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97 )

③ 건강 개혁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중심주제는 아님

건강 개혁은 중요한 기별이긴 하지만, 그 자체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건강

개혁은 셋째 천사의 사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아니다. 우

리 설교자들이 건강 개혁을 가르쳐야 하지만 그 기별 대신 이것을 으뜸가는 주제로 삼지는 말아야

한다.”98) 의료 선교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매우 중요한 사업이긴 하지만,

그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의료 선교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 사역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주께서는 이 두 사업

이 팔과 몸의 관계처럼 긴밀히 연결되도록 지시하셨다. 이 연합이 없이는 어느 쪽도 완전치 못하다.

의료 선교 사업은 복음을 예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료 선교 사업이 셋째 천사의 기

별을 가리도록 계획하지 않으셨다. 팔은 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 마지막 시

대를 위한 복음의 기별이며, 어떤 경우에서라도 어떤 다른 관심으로 그림자가 드리워지거나, 불필

96) 상게서, 112.
97) 상게서, 1:486-488.
98)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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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처럼 보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관에서 셋째 천사의 기별 위에 어느 것을 올려놓을

때 복음은 위대한 지도력으로 남지 못한다.”99)

따라서 우리가 건강개혁의 기별을 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회복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그래서 품

성 문제를 생활방식의 문제와 혼동하거나 대치하는 과오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100 )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세 천사의 기별은 안식일,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 재림 전 심

판, 예언의 은사, 재림 등 성경의 여러 가지 중요한 진리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는 영원한 복음이

다. 재림교회는 성경연구와 교회 역사적 경험을 통해 그 각각의 진리들을 하나의 기별로 통합하였

다. 이 기별은 재림 직전 마지막 세상에 보내는 최후의 복음이요 경고이다. 재림교회는 특별히 요한

계시록 14장 9-12절에 나오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그들의 사명을 찾고 있는데, 그 기별의 결론이

요 핵심은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14장 12절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재림교회는 이 기별을 마지막 시대에 세상에 전파해야 할 현대진리(present truth)로 믿고 있으

며, 그 기별의 목적은 온 세상 사람들로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다(14:14-

16). 예수께서 오실 징조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을 이론적으로 믿

고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기별의 중심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야 하며 약속하신 성령의 능

력을 힘입어,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어야 한다.101 )

99) 교회증언, 6:241.
100) George R. Knight, 성경적 완전론 (I Used to Be Perfect ) 김일목 옮김 (서울: 삼육대학교출판부,

2012), 77, 78; Damsteegt, 228.
101) 그리스도인 선교 봉사,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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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과 재림신앙
(서론과 결론 부분에 나타난 재림 사상)

이상락 목사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열어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은1)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재

림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별히 계시록의 서론과 결론부분에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확실성, 오

시는 방법, 그리고 재림의 임박성이 확실하게 천명되어 있다. 

요한계시록이 생동감이 넘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며 감격케 하는 건 예수님의 승천에서 부터

선악의 대쟁투가 재림을 향해 활기차게 전개되기 때문이다. 각 장마다 그분의 활동이 부각(浮刻)되

면서 선명하게 다가와 마치 동영상을 보는 듯 우리의 목전에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중요한 건 요

한계시록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기하여 반드시 승리 한다는 계시이다. 그러

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 당시부터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재림의 소망의 기별이 되어 왔으

며 재림 직전에 살고 있는 재림성도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별인 것이다.2) 더군다나 재림교회의

이름에는 예수의 재림이 새겨져 있어 그 정체성을 나타내며 예수의 재림은 재림 성도가 선포해야할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 404절이며 거기에는 요한이 본 여덟 개의 계시(啓示)가 나온다.3) 스

트랜드(Kenneth A. Strand)는 서론(1:1-10a)과 결론 부분(22:6-21)과 함께 그 여덟 개의 계시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4) (1) 일곱 교회(1:10b--3:22), (2) 일곱 인(4:1--8:1), (3) 일곱 나 팔(8:2-

-11:18), (4) 대쟁투(11:19--14:20), (5) 일곱 재앙(15:1--16:17), (6) 바벨론의 멸망 (16:18--18:24),

(7) 두 만찬과 천년기(19:1--21:4), (8) 새 예루살렘(21:5—22:5)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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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 D. Nichol, ed., The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Washington, DC, 1957),
7:954(이후 SDABC로 칭함). 

2)  Roy Allen Anderson, Unfolding the Revelation (Mountain View, Pacific Press Pub., Ass.,
1961), 6.

3) 래드는 요한계시록을 네 개의 계시들(1:9-3:22; 4:1-16:21; 17:1-21:8; 21:9-22:5)로 구분했다[George
Eldon Ladd,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Com., 1972), 15-17]. 

4) Kenneth A. Strand, “The Eight Basic Visions,” Daniel and Revelation Committee Series(이
후 DARCOM Series로 명기함), ed. F. B. Holbrook, vol. 6 (Washington, DC: Bibl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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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랜드는 또 다른 관찰을 하였는데, 요한계시록 전체를 서론 및 결론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교차

대구법(Chiastic Structure)으로 정리한 것이다.5)

서론(1:1-10a).

1 1:10b-3:22 전투 중에 있는 교회(땅 위의 교회: 일곱 교회들). 

II 4:1-8:1 하나님의 구원의 전진하는 사업(일곱 인). 

III 8:2-11:18 나팔 경고들(일곱 나팔들). 

IV 11:19-14:20 하나님과 그분의 성도들을 반대하는 악의 세력들. 

V 15:1-16:17 재앙들(일곱 마지막 재앙들). 

VI 16:18-18:24 하나님께 심판받는 악의 세력들. 

VII 19:1-21:4 하나님의 심판의 종국(그리스도의 재림, 천년기, 백보좌 심판). 

VIII 21:5-22:5 교회 승리(새 하늘 새 땅,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결론(22:6-21).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문학적 특징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교차대구의 특징은 괄목할만한 것이다.6) 특별히 서론과 결론은 정확하게 인클루시오

(Inclusio) 기법이다.7) 서론과 결론에서 재림 신앙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리스도

의 재림은 이 책의 서론과 결론에서 잘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Institute, 1986), Symposium on Revelation I, 40-46.
5) Strand, “The Eight Basic Visions,” 36-37. 교차대구법(交叉對句法)이란 관련된 주제를 이중적으로

기술하는 것인데 두 번째 기재할 때 첫 번째의 역순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은 헬라어 카이(X)에서 왔다.
X자를 가로로 반 잘랐을 때 위쪽과 아래쪽이 똑같이 생겼고 중간에는 함께 공유하는 중요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6)  C. M. 맥스웰(C. Mervyn Maxwell), 맥스웰의 요한계시록 연구(God Cares: The Message of Rev-
elation For You and Your Family), 오만규 역 (서울: 시조사, 1989), 57.

7)  한 단락의 시작에 사용된 문구나 문장이 단락 끝에 반복되어 시작과 끝을 알려주는 기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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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서론 부분에서 재림 신앙

요한계시록 1장의 서론 부분에는 책의 제목과 저자가 나오고, 책을 기록한 목적과 기록한 방법

을 일러주며 계시록의 본질과 중요한 주제를 제시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

다. 그분이 각 구절마다 각 문단마다 각 장마다 상징으로 내재화 되어 있다. 그 중 심 주제의 핵심가

치(Core value) 중의 하나가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두 가지로 요약한 스트랜

드의 관찰은 정확한 통찰이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다른 하나 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리스도께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ever present)는 것이다(1:17-18).8 ) 예수 그

리스도는 충성스런 백성과 함께 “지금 여기” 항상 거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을 데리려 재림하

실 것이다. 재림은 이 세상 역사의 종결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의 시작이다.

서론에서 재림에 관한 핵심적 구절

계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

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1절에서 그리스도의 계시를 기록한 목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dei/ gene,sqai evn ta,cei it behoves to occur with speed)을 보이시는 거라 하였다. 이 구절은 예수

재림을 암시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반드시 속히 일어

날 일들 중에도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칠십인 역의 다니엘 2:28, 45에 있는 것

과 같은 것이다(clear allusion). 비엘(G. K. Beale)은 다니엘 2장의 의도적인 암시라 했다.9) 또

한 이 문구는 마태복음 24:6에 “끝”을 암시한다(막 13:7 눅 21:9). 느브갓네살 왕에게 “후일이” 바벨

론시대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를 의미하듯이 계시록에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란 요한 당시

부터 새 하늘 새 땅에 이를 때까지의 일들을 의미한다. 반드시로 번역된 데이(dei/ it behoves)는 “반

드시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펼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계시록에서 일곱 번이나 사용되었다(1:1; 4:1; 11:5; 13:10; 17:10; 20:3; 22:6). 따라서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된 하나님의 목적의 완전한 성취를 뜻한다.”10) 속히라고 번역된 엔 타케이(evn ta,cei with

speed)는 즉각적으로, 확실히,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등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분명히

8) Strand, “Foundational Principles of Interpretation,” Symposium on Revelation I, 27-28
9) G. K. Beale, The Book of Revelation, New International Greek Testament Commentary, ed.

by I Howard Marshall and Donard A. Hagner (Grand Rapids:Eerdmans, 1999), 153-154.
10) H. B. Swete, The Apocalypse of St. John (London, 190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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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될 확실성과 그 임박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엔 타케이는 계시록에 일곱 번이나 반복되어 재림

의 임박성을 강조하는 경첩(hinge) 역할을 한다(계 2:16; 3:11; 11:14; 22:7, 12, 20).

계 1: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

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tou.j lo,gouj th/j profhtei,aj the words of the prophecy)이란 장래 사건을

예시(豫示)한 요한계시록을 가리킨다. 때의 헬라어 카이로스(kairo.j time)는 “반드시 속히 될

일”(1:1)이 성취되는 때로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킨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연구와 지킴이

재림 신앙과 연관 있음을 시사하는 게 확실하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즉 요한계시록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그것을 연구하고, 설교하고, 지키는 자들은 행복이 있을 것이

다. 이 구절의 근원은 마가복음 13:29이며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

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셨다. 또한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막 13:33)고 하셨다. 그분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인들은 그리스도께

서 곧 오실 것처럼 재림의 생생한 기대 속에서 살았으며 재림은 각 시대의 소망이 되었다. 

3절은 몇 가지를 암시한다. 첫째,요한계시록은 듣고 이해하도록 의도된 것이다. 다니엘서는 인

봉이 되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포함하지만(단 8:27; 12:4) 요한계시록은 열려있어 이해할 수 있

다. 둘째,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을 교회서 설교하고 연구해야 한다. “이 두루마리

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계 22:10). 요한계시록은 예수 재림할 때까지 모

든 교회가 들어야할 기별이다. 셋째, 장차 요한계시록의 연구를 반대할 투쟁이 있을 걸 암시한다.11 )

그것을 미리 보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었다. 넷째,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 심히 임박했음을 지적 해준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책의 정점을

이룬다.

계 1:7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

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가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방법을 가리킨다.

요한은 계시록 1:5-6절에서 십자가의 피의 효험의 언급을 통해 그리스도의 초림을 암시한 후 7절

에서는 초림의 완성으로 재림을 언급한다. 요한이 다니엘 7:13과 스가랴 12:10의 개념을 합쳐 7절

에서 예수 재림을 선포한 것이다. 7절은 예수님의 재림 광경과 오시는 방법을 선명하게 선포한 구

절이다. 요한은 “볼지어다(ivdou. behold)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그 분의 가시적인 재림을

장중하게 선포하였다. 분명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

11) 엘렌 G. 화잇(Ellen G. White), 각 시대의 대쟁투(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Satan), 전 2권, 천세원 역 (서울: 시조사, 1996),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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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런 백성과 함께 “지금 여기” 항상 거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을 데리려 재림하실 것이다. 재림

은 이 세상 역사의 종결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의 시작이다. 

재림의 방법은 그분이 가시적으로 오시는 것(Parousia)이지 평상시 개인적으로 당하는 비밀 휴

거(rapture)가 아니다. 오시리라에서 동사 에르케타이(e;rcetai hecomes)는 에르코마이 (e;rcomai

“오다”)의 현재 수동태 직설법이다. 미래시제가 아닌 현재시제의 미래적 용법인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요한은 미래의 행위가 벌써 실현되어진 것처럼 현재시제로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강조

했다. 그는 계시록 여러 곳에서 재림을 현재시제로 언급했다(계 2:16; 3:11; 22:7, 12, 20).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말은 그분께서 감람산에서 하신 약속의 반복이다(마 24:30). 요한은 그때 약속을

들었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

을 때에도 그 음성을 들었었다(행 1:11). 요한은 그 약속을 마음에 고이 간직한 채 주님 만날 재림을

학수고대하다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60여년 만에 드디어 계시 속에서 그분과 조우했다.12)구

름을 타고의 원문 메타 톤 네펠론(meta.. tw/n nefelw/n with the clouds)은 “구름과 함께”라고 번

역하는 게 훨씬 더 적절하다. 메타(meta.)는 ... 와 함께의 뜻이기 때문이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한다. 구름은 신적 존재들이 움직이는 수레이다(시 104:3 사 19:1 단 7:13). 구름은 신적

(神的)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시 97:2) 인자가 구름을 타고 왔다는 건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

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걸 여러 번 언급하셨다. 감람산에서 설교

하실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고 하셨으며, 가

야바 법정에서 심문을 받을 때에,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고 하셨다. 그분은 승천하실 때에 구름을 타고 가신 것처럼(행

1:9)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는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으로 있을 전 지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재림하시는 그분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7). 그의 재림은 실로 가시적(可視的)이 될

것이다(마 24:30 막 13:26). “이러한 재림은 위조할 수 없다.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알고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13)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사 25:9)고 예언하였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라는 구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킨다. 그리스도를 찌른 자들이 부

활하여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의 광경을 보게 될 것을 말한다.14 ) 찌른의 원어 엑세켄테산

(evxeke,nthsan.. pierced)은 엑켄테오(evkkente,w, “찔러서 꿰뚫다”)의 제1부정과거이다. 본문과 요

한복음 19:34, 37에서만 나온다. 모두 스가랴 12:10을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를 관찰 할 수

12)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었고 요한계시록의 기록은 AD 95년경이었다(재림교회 주석은 AD 96
년으로 제시한다. SDABC, 7:721).

13)  화잇, 각 시대의 대쟁투, 2:296.
14) 엘렌 G. 화잇은 계 1:7절을 천년기 후의 그리스도의 삼림 때에도 적용했다(초기문집, 54-55). 137



있다. 첫째, 이것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구약을 잘 아는 같은 기자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걸 나

타내는 내부적 증거이다. 둘째, 찌른 자에 대해 애곡하는 자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인데(슥

12:10) 7절에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모든 눈이 통곡할 것이라 했다. 지역적인 개념이 계시록에서는

세계적으로 적용된다. 계시록 9:14의 지역적인 유프라테스 강이 영적으로 세계적 개념을 가진 것

(계 17:1, 15)과 동일하다. 

찌른 자들은 누구인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창으로 직접 찌른 로마병정과 그 배후 인물

들뿐 아니라 각 시대를 걸쳐 있어온 박해자들 모두를 포함한다. 래드(George Eldon Ladd)는 그

를 찌른 자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해 냉담과 적대적인 의

도를 갖고 있는 모든 시대의 모든 인간들을 가리키는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15 ) 스가랴서에서

찌르고 애곡하는 자들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이지만 여기서는 포괄적으로 적용됐다.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건 요한복음에서만 언급한다(요

19:31-37). 찌른 자에는 예수님을 죽일 때에 관여한 상당한 책임이 있던 가야바, 헤롯, 로마병정

그리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분을 때리며 조롱하고 멸시하며 침을 뱉던 자 등이 포함될 것이다. 예

수님께서 그들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마 26:64)라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할

때 거기서 들었던 그들은 이미 죽었다. 그런데 어떻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볼 수 있단 말

인가? 그들이 특별부활에 참여할 걸 일컫는다. 다니엘 12:1-2에 마지막 때에 대군 미가엘이 일어

날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라 했다. 첫째 부활은 의인들의 부활이

므로(계 20:6) 여기서의 언급은 특별 부활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16 ) 그들 중 악인들은 잠시 부활

하여 예수 재림의 광경을 목격한 후 둘째 부활 때까지 또 잠 잘 것이다. 엘렌 G. 화잇은 “셋째 천

사의 기별을 믿고 죽은 자들은 영화롭게 되어서 무덤에서 나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자에게 주

시는 평화의 언약을 듣는 다. 또한 그를 찌른 자(계 1:7),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민을 조롱한 자,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 백성에 대하여 심한 반대를 일으켰던 자들이 일어나 그리스도를 그의 영

광 가운데 보게 될 것이요 그 충성되고 순종한 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고

하였다.17 )

요한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

멘”이라 하였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모든 불신자들과 무관심 자들을 가리킨다. 준비되지 못한

모든 족속이 재림으로 인해 가해지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애통할 것을 두고 한 말이다(계 6:14-16).

애곡하리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낸다는 뜻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에 악인들은 그 날이 가장 슬프고 후회스럽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스가랴 12:12에

15) George Eldon Ladd, A Commentary on the Revelation of John (Grand Rapids, Michigan,
William B. Eerdmans Pub., Com., 1972, 28

16) 화잇, 시대의 소망, 580; 화잇, 초기문집, 53.
17) 화잇, 각 시대의 대쟁투,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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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인용한 것이다. 아멘은 진실, 충성, 또는 그렇게 되기를 동의한다는 뜻이다. 두 감탄사, 그러하리

라 아멘에서 그러하리라의 나이(nai, yes)는 헬라어이고 아멘(avmh,n amen)은 히브리어이다. 긍정의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연합된 말인 것이다. 따라서 “아멘, 아멘”이라는 최상급의 확인의 뜻이다. 시

편에는 기도를 마치거나 강조를 할 때 “아멘 아멘”을 사용했다(시 41:13; 72:19; 89:52). 요한은 그

러하리라(nai, yes)를 계시록에서 이곳 외 에 세 번 더 사용했다(14:13; 16:7; 22:20). 계시록 22:20

에 한국어 번역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다. 요한이 어떤 경우에 아멘을 사용했는가?첫째, 송영의 시

작과 마칠 때 아멘 했다(계 1:6; 7:12). 둘째, 앞서 말한 자의 것을 동의할 때 아멘 했다(계 5:14; 7:12;

19:4; 22:20). 셋째, 자기가 한 말에 엄숙한 긍정을 하며 동의를 유도할 때 아멘이라 했다(계 1:7).

넷째,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아멘이라 하였다(계 3:14).

B. 결론 부분에서 재림 신앙

요한계시록 22:6-21은 이 책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론 부분이다. 서언(계 1:1-8) 부

분에서 천명되었던 주제들이 책 전체를 관통하여 결론에 도달한다. 서론과 결론은 확실하게 인클루

시오(Inclusio)를 이루고 있다. 결론 부분은 뚜렷한 순서가 없이 나열되고 앞의 것을 반복하여 연결

부분이 산만하며 매끄럽지 못하여 짜임새가 엉성해 보이고 누가 진짜 말하는 것 인지 분간키 어려

울 정도이다. 그러나 재림의 주제만큼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틀림없

이 있을 걸로 확증되어 있다. 요한은 주제의 일관성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확신을 독자들에게 심어주면서 책을 장중하게 마감하였다.

결론에서 재림에 관한 핵심적 구절

계 22:6-7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7] 보라 내가 속히 오

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6절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의 하나가(계 21:9) 말한 것으로 1:1과 조화되고 10절은 1:3과 조

화되며 12-13절은 내용에 있어서 1:7-8의 반복이다. “이 말은” 요한이 지금까지 보고 듣고 기록한

것 즉 요한계시록 전체를 지칭한다(Swete, Beasley-Murray). 그것이 신실하고 참되다는 보증은

계시록 3:14과 19:11 및 21:5에서 이미 했었다. 책에 기록된 예수 재림을 포함한 모든 예언은 반드

시 속히 성취될 것이다. 

재림교인들에게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7절은 천사가 인용한 예수님이 친히 보라 내가 속히 오

리니 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계시록에서 그분의 재림이 오래 지체하지 않으리라고 되

풀이하셨다(계 2:16; 3:11; 22:12, 20). 비록 재림의 정확한 날자와 시간은 알 수 없지만(마 24:36),

매우 임박하다는 것을 속히 오신다는 말로 확실하게 언급했다(마 24:42-44). 예수님의 재림을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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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깨어서 준비해야하는 이유는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오리니의 헬라어 에르코마이 (e;rcomai

I am coming)는 현재시제이다. 속히의 헬라어 타쿠(tacu,, quickly)는 빨리(갑작스러움), 곧(긴박

성), 지체없이, 신속하게를 의미한다. 6절의 속히 엔 타게이(evn ta,cei) 와 동일한 의미로 반드시 있

게 될 확실성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는 구절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 현재 이

미 일어나고 있음으로 묘사하는 미래적 현재시제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임박성을 가리

키는 것이다. 계시록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고 직접 말씀하신 게 일곱 번이다(에르코마이2:5, 16;

3:11; 16:15; 22:7, 12, 20). 만일 우리가 죽는다면 몇 년이 지나든 부활로 눈을 뜨는 순간이 예수님

의 재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기란 각자에게는 죽음의 순간 직후인 것이다. 우리 각자는

예기치 않게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그래서 임박한 재림인 것이다.

계 22:10-11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11] 불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10절의 화자(話者)는 예수님이다.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계 10:4)는 명령과 대조를 이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면서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

라”(단 12:4)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로 요한에게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고

했다. 지금은 인봉하여 감출 때가 아니라 계시록을 널리 공개하여 읽도록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단

지 종말이 지연되어 있을 뿐이지, 재림의 때는 가까왔기 때문이다(마 24:42-44). 때(kairo.j. time)

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가리킨다. 때가 가깝다는 문구는 계시록 1:3의 반복이다. “인자가 가까

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3 막 13:29)와 정확한 평행 구이다. 

매우 극도로 엄숙한 선언인 11절은 은혜의 기간 끝에 하늘 중보 사업을 마치신 그리스도께서 선

포하실 말씀이다. 그것이 바로 재림 전 확인 심판(조사 심판)을 끝내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선포가 있

을 때는 스웨터(H. B. Swete)가 “한편으로 회개 받을 기회가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배교의 기회도

없을 때가 올 것이다”18) 고 말한 변화나 회개가 불가능한 때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

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라는 어법은 악인들에 게 구제불능을 선언하는 “이제는 끝이

다”는 식의 진술이다. 자신의 행위대로 열매를 거두어야 된다는 뜻이며, 은혜와 자비의 기간은 끝났

으므로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그런 뜻이다. 두 번째의 은혜기간은 없을 것이다. 이 구절에서 그

대로라는 뜻의 에티(e;ti still)가 네 번이나 나온다. 마태복음 13:30에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

게 두어라”고 하여 각 자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는 것과 비슷하다. 비록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정확

한 때가 계시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음으로 마지막 지금 은혜의 때에 회

개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곧 오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7절부터 계

18) H. B. Swete, The Apocalypse of St. John (London:Macmillan, 1917),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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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해서 문맥의 근저에 흐르고 있다.

계 22: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재림하시는 목적을 천명한다. 12-13절은 내용에 있어서 서론 부분에 있는

1:7-8의 반복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재림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미래

적 현재시제로 직접 결론을 맺었다. 예수님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하신 주안점은 비록 구

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심판은 행함에 따라 하실 걸 가리킨다(렘 17:10 롬 2:6 벧전 1:17 계 2:23;

20:13). 예수님께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

로 갚으리라”(마 16:27)고 하신 걸 여기에서 반복하신 것이다. 내가 줄 상이라는 구절에서 줄이라는

헬라어 아포두나이(avpodou/nai to render)의 원형은 아포디도미(avpodi,δωμι)로 답례하다, 보상하

다는 뜻이다. 상(賞)의 헬라어 호 미스도스(o` misqo,j the reward)는 보상, 품삯, 보수란 의미로 마

땅히 주어져야 할 걸 뜻한다(마 5:12; 20:8 벧후 2:13). 행한의 단수 토에르곤(to. e;rgon the work)
은 한 일이라는 뜻이며 집합적으로 쓰였다. 사도 바울도 주께서 오실 때에 행함에 의해 심판받을 걸

말하였다(롬 2:6-8 고후 5:10).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였다. 22장에서 세 번째로 한 확증

이다(7, 12절). 진실로의 헬라어 나이(nai, yes)는 확인을 나타내는 강한 긍정적 용어이다. 속히는

재림의 임박성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우리의 마음속

에 꼭 각인시키고자하는 중요한 사상은 그분의 재림이 참으로 가깝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행

한 대로 갚아 주시기 위해 속히 오실 것이다. 재림은 계시록 전체를 통해 흐르는 너무나 명명백백하

고 확고부동한 중심주제이다. 서론에서 요한이 “볼지어다 구름 을 타고 오시리라”(1:7) 하였고 결론

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

소서라 반응했다. 이것은 고전 16:22에 “주께서 임하시느니라”(마라나타)와 같은 의미이다. 마라나다

는 아람어 마라나타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때의 좌표가 현시(顯示)되어 있다. 오늘날은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

에 위치해 있으며, 또한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상처가 치료되어 또 다시 권세를 얻는 과

정을 눈여겨보고 있는 시기이다. 그리고 어린양 같은 두 뿔 가진 짐승이 주도하여 바다에서 올라

온 짐승을 위해 우상을 세워 짐승의 표를 강요하게 될 때를 내다보고 있는 시점 이다. 모든 것은 우

리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마지막 예언들이 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

록 서론과 결론부분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확실성과 재림의 목적과 재림의 방법과 그 임박성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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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명시되어 있다. 예수님은 과거에 주신 모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재림의 약

속도 분명히 지키실 것을 굳게 믿고 확신해야한다. 우리는 분명히 재림을 목격할 수 있을 것이며

예수님은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실” 것 이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과 영생의 부활

을 믿고 그분의 재림이 시대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매우 임박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흔들리지

말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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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림교회에 관한 이야기 

이학봉 (정읍중앙교회 담임)   

교회의 존재이유를 설명하는 몇 가지 대표적인 견해를 살펴보면 네델란드의 자유대학교 선교학

교수인 바빙크(J. H. Bavinck)는 “교회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존재”

한다고 주장하며, 독일의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로 그라이프스발트 대학교의 신학교수였던 크래머

(H. Kraemer)와 호켄다이크(J. C. Hoekendijk)는 “교회는 세상과 공존(co-existence)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존재(pro-existence)하는 것”이라고 말하므로 교회가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임을 주장했고, 칼빈(J. Calvin)은 “교회는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의 완성

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보았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다양한 것처럼 기독교의 다양한 교단은 각각 하나의 고유한 정체로서의 특

성을 가져왔는데 가톨릭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사도적 권위에 두고 교황권을 중심으로 전통

교리를 중요시하며 교구를 바탕으로 사회사업과 구제사업을 선교정책으로 펼쳐왔다. 개신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종교개혁에 두고 사도적 능력을 중심사상으로 계승하며 성령운동을 지향하며

방언과 신유기적, 그리고 부흥성회를 선교정책으로 지향 해 왔다. 그리고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회(이하 재림교회)는 사도적 진리를 교회의 정체성과 계승점으로 삼고, 재림운동을 중심사상으로

예언의 신과 각부사업을 근간으로 한 선교 정책을 실행해 오고 있다. 

특히 재림교회는 “남은교회”라는 성서적 개념을 받아들여 교회 정체성의 근간을 삼았고 계시된

성서적 진리와 선교적 사명 완수에 역점을 두었다. 즉, 마지막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

님의 사랑과 구속의 계획을 이해하도록 도우며, 계시록 14:6-12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인 세천사의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이끌 뿐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곧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 중에 맞도록 준비시키는데 있다. 

시대별로 한국 개신교회와 재림교회 선교의 발자취를 비교 정리해 본다면 한반도에 각각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를 시작으로 1950년대까지는 의료사업, 교육사업 구제사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외

국 선교사 중심의 기관선교 사역시대였으며, 1960년대는 선교 매체로서 쪽 복음으로 불리는 손바

닥 크기의 낱권성경을 나누어주며 개인전도와 부흥성회를 중심으로 한국인 목회자와 평신도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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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선교사명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는 시대였다. 

1970년대는 한국 개신교회와 재림교회가 선교 사역의 방향을 서로 달리한다. 개신교회는 동족

상잔의 아픔과 샤마니즘의 배경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성령선물운동의 일환으로 방언을 강조하고

신유, 기적 등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성장의 속도를 내며, 재림교회는 다양한 신학교재들과 마지

막 사건과 관계된 신앙서적들이 번역되고 성서신학을 중심으로 성서대학, 평신도지도자학교, 장막

회 등을 통하여 복음과 진리를 가진 교회임을 확증 시키며 전국 평신도들에 의하여 교회가 개척되

고 성장하는 시대가 된다. 

1980년대 한국 개신교회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을 배경으로 방언의 은사나 기도원운동 등이 기

독교의 본질인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방언 안수기도가 한계를 드러내면서 70년대의 신앙형태를 벗

어나 기독교의 본질적 물음과 함께 진리를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평신도운동의 일환으로 제자훈련

과 같은 말씀사역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 재림교회는 개신교회가 제자운동이라는 새로운 선교의 장

을 마련할 때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성서예언과 시대적 기별을 전하며 예언전도 사역시

대를 열어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언의 파노라마’ ‘성서 대예언연구’ ‘다니엘 요한계시록 세미나

‘ 등과 같은 예언 연구들을 진리를 갈급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전하게 되었다. 

1990년대 한국 개신교회는 진리탐구라는 방향에서 성서적으로 답할 수 없는 주제들을 만나며

말씀사역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고, 경배와 찬양, 공동체 사역(두레마을, 다일공동체...) 등으로 선교

의 방향을 전환해 간다. 일선에서는 대형교회 중심으로 문화사역시대를 열어가나 이 시기 한국 기

독교는 성장이 둔화되거나 정체된다. 반면에 재림교회는 사회의 안정과 경제적 성장으로 현대사회

의 주된 이슈가 된 성인병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의 1980년대 이상구박사 신드롬과 함께 ‘뉴스타

트 운동’을 일으키며 사회의 절대적 필요인 건강한 생활을 이끄는 건강전도 사역시대를 선교의 중

심사역으로 이끌며 성장한다. 

2000년대를 맞으며 한국 개신교회는 통일이라는 이슈와 한 민족의 다양한 교류와 함께 다원주

의 사회의 흐름 속에 놓이게 되며, 다원주의 신학과 인본주의 신학에 편승하여 사회와 민생문제 해

결에 역점을 두며 선교사역을 이끌고 있으나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감소하며, 지역마다

소수의 대형교회가 소형교회들의 성도들을 흡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고, 대부분의

소형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 가는 현상을 보였다. 재림교회는 2000년대 사회적 변화인 매

스 미디어 시대에 발맞추어 ACT2000, 한국선교 100주년위성전도와 같은 첨단매체 사역시대를 열

어갔으며 현실적 필요인 가정사역과 구호사역을 발판으로 선교사역을 이어가려 했으나 교회 성장

은 정체 되었고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 앞에 서게 되었다. 

2010년대를 지나며 한국 개신교회는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선교나 노방선교의 불쾌감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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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의 본질 보다는 부정적 현상에 의한 정죄와 인터넷이라는 소셜 매체들에 의한 비난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 상황에서 ‘개독교’라는 신조어를 낳게 했고 혐오하는 종교의 대상이 되었다. 교회로

서의 존재 이유와 기독교의 가치를 재정립하여 사회에 답을 내야하는 과제를 안게 한 것이다. 재림

교회도 기독교 정체성과 관련하여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함께 가지게 되었는데 재림교회의 본질과

그 동력을 계 14:6-12절의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의와 시대적 사명에 둘 때, 현존하

는 사회적 비난 의식에서 타 개신교화의 동질의 것과 이질의 것을, 정체성의 본질과 범주에 대하여

변해야 하는 것과 변할 수 없는 것을 먼저 구별해 내고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큰 과제를 함께 안게

되었다. 재림교회는 2000년대 후기에서부터 처음으로 교회성장을 멈추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감소할 뿐 아니라 현저히 고령화 되어가는 현실을 보며 근본적인 변화와 재림교회로서 미래에 나가

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할 또 다른 시대적 사명이 있다 하겠다. 

과연 존재이유라는 관점에서 혹은 각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하여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성서적 정체성은 무엇인가?, 다양한 기독교 종교 중에 하나로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의미와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각 시대별로 전개되거나 강조된 선교사역과 상대적 우월이 재림교회의 존재

목적의 모든 것인가? 재림교회가 진정으로 지향해야 하는 방향은 교회성장인가  재림운동인가가?

예수께서 재림을 더 지체하신다면 재림교회는 어떤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가? 그리고 견고

해진 재림교회 조직과 행정은 세상 구원이라는 사명을 어떻게 완수해 갈 것인가? 미래가 하나님이

손안에 들려질 수 있도록 변화하기 위하여 재림교회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가? 많은 질

문들을 던지고 가장 정직한 마음으로 성서적인 답을 찾아 그 앞에 겸허히 서야할 때가 지금이 아닌

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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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교회보다 지배하는 교회 

이학봉 (정읍중앙교회 담임)   

전통적으로 재림교회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근거한 역사적 성서해석과 마지막 시대의 기별

로서 세천사의 기별을 증거 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이미 전도자들에 의하

여 반복적으로 전해진 기별들은 대부분 재림의 사건과 관련하여 너무나 명확한 시나리오처럼 구성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 생존 지침에 가깝다고 하겠다. 그 사건들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진상, 경건의 부흥과 개혁,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세계적인 심판의 기별,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

늦은비 성령과 큰외침, 강신술과 그 영향력, 자연재해와 현저한 재림의 징조들, 사단의 기적과 최후

의 미혹, 사단이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 하나님의 백성과의 전쟁, 야곱의 한란과 그 시기, 죽음이라

는 법령이 만들어 짐,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 등이다. 

이처럼 잘 정리되고 강조된 마지막 시대의 타임 테이블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빛과 그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된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사건을 기다리는 사

람들인가 영광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인가? 물론 재림이 징조와 시

대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관심하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 같은 시대적 이슈

들이 오실 주님보다 더 강조되거나 잘못된 주장들로 교회를 혼돈하게 하고 비상식적인 교회로 왜곡

시키는 점에 대하여는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적 상황에서는 약 20년을 주기로 이 같은 현상

들이 반복 되었기에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왜곡시키기에 환기시켜 보고자 함이다. 

1960년대는 입산파 운동이 있었다. 재림운동이 있었던 1844년에 노아의 경고의 기간 120년을

감안한다면 1964년 어느 즈음에 예수께서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설이었다. 세상 멸망을 앞두고 정

해 주신 120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반복될 수 있는 성서적 해석이라고 받아 들였기에 자녀들의 학업

을 중단시키고 전국 높고 깊은 산으로 야곱의 환란을 대비하기 위하여 신실한 재림성도들 사이에

입산하는 운동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시국상황(5.18 사건)이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시골생

활 운동이 전개 되었다. 교회 내부에서도 대회(mission)에서 자양 연합회와 합회(conference)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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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준비하면서 일부 경건한 재림성도들 가운데 시골생활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었고, 바코드와 크

레디트 카드의 상용이 짐승의 표로 주장하는 일부 가르침들과 함께 ‘마지막 사건들’, ‘시골생활’,

‘노아방주’와 같은 서적들이 번역되고 읽혀지면서 시골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며, 시골

생활이라는 개념이 재림성도들 간에 보편화 되는 시기이었다. 

서기 2000년이 다가 오면서 세상은 밀레니엄 축제가 한 창일 때 재림교회 내에서는 Y2K라는

설과 함께 인류역사 6000년의 세상 역사를 마감하는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경제가 중

심이 되는 세상이 되어 가면서 슈퍼컴퓨터가 서기 2000년의 인식 오류로 전산 장애가 일어날 것이

고 세상은 급격히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기에 안전한 재림 준비를 위해 이제야 말로 시골생활을 시

작해야 할 때라는 기별은 설득력이 있었다.  

마지막 시대의 분명한 성서적 시나리오와 반복된 재림교회의 신앙 사이클에는 무엇이 문제였을

까 아직도 휴화산처럼 잠재 되어 있는 재림의 사건 중 국가적 일요일 휴업령은 어떤 양상으로 인식

되며 향후 재림교회에 어떤 영항을 미치게 될 것인가? 혹 이 문제가 다시 재림교회를 흔드는 이슈

로 재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려해 본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이슈들이 재림교회에 남기는 영향은 무엇이겠는가? 양치기 소년처럼 세상에

확실한 재림이 불확실한 소문으로 희석시키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재림교회가 스스로 정의한 일련

이 종말 지식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유일한 가르침처럼 한정해 버림으로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역행하는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결과적으로 재림의 사실을 부정하게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

지는 않는지 자문해 보게 된다.  

다시 성서로 돌아가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로 시작하는 세천사의 기별의 특

성을 보면, 재림교회는 일련의 성서적 지식을 붙들고 존재하는 교회라기보다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지배하는 존재로서의 특성을 더 잘 보여주고 있다. 재림교회가 몇 가지 신조를 붙들고 일련

의 사건을 기다리며 한편에 열악하게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의미를 가진 교회가 아니요 그 사명적

본질과 속성이 속도와 범위에 있어서 세상을 지배할 만큼 운동성이 다이내믹한 특성을 가진 교회로

표현되고 있다. 즉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예측하고 새로운 사역을 읽는 정확한 눈을 갖되 마지막 세

상을 향한 진리가 있다면 ‘날아가는’이 의미하는 특성을 갖는다는 것을 잊거나 잃지 말아야 할 것

이다. 

에드 크리스찬(Ed Christian)은 애드밴티스트 리뷰지에 “왜 재림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재림교회의 핵심 기별인 안식일이 아직도 복음

이 미치지 않는 지역과 사람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축복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재림교인

들의 생활양식(life style)이 건강하고 건전한 것이지만 영혼을 구원하려는 열정으로 이어지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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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는 점과,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예수의 제자화 할 수 있도록 자질이 갖추어진 성령이 충만한

평신도를 양성하지 못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본 교회의 정체성과 선교정

책이 방향성과 속도를 잃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만약 본 교회의 진리와 장점과 정책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선교에 장애요

소가 된다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해야 한다. 선교 2세기를 지나며 재림교회는 미래를 예측하고 선교

사역의 새로운 관점을 찾되 재림교회의 진리와 장점과 정책이 미래에도 삶을 깨우는 새로운 가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빛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의미와 희망이 있는 교회

로서의 모습으로 변화해 가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가톨릭교회의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하자 한국 사회는 ‘용서 합시다’라는 삶의 가치

가 담론이 되었고, 법정 스님이 입적을 하자 한국 서점에는 그가 살아왔던 ‘무소유’라는 삶을 담은

그의 저서가 품절이 되어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 재림교회가 눈 여겨 다시 보아야 할 점은 그들

의 신앙의 가치가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이다. 그렇기에 재림교회는 오늘 현대사회에 어떤 기독교적

가치를 광범위하게 공유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이 일을 두고 가장 필요한 것은 교회로서의 가치 인식과 의식의 변화이다. 지도자와 지도력의 의

식이 변화되어야 하며, 목표와 조직, 재정과 기능에 대한 의식이 변해야 하고, 선교 대상자에 대한

의식과 선교방법을 찾는 의식이 변해야 하며, 재림교회가 갖는 평가에 대한 의식이 변해야 한다. ’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일은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처럼 이미 견고한

성처럼 되어버린 관습과 제도가 목적지향적(Goal-oriented)이지 못하고 직무(Task-oriented) 지

향적이거나 제어(Control-oriented) 지향적이라면 머지않아 무기력하고 무의미하며 그 결과는 성

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다. 

’재림교회 변해야 산다‘는 단순히 구호로 그쳐서는 안 된다. 미래의 교회는 폐쇄적 교회보다 개

방적 교회, 교리보다 삶의 질을 제공하는 교회, 가부장적 교회보다 민주화된 교회, 전통적 교회보다

전문화된 교회, 메가(Mega: 외형이 큰)교회보다 메타(Meta: 기능이 건강한)교회, 개교회 중심보다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교회가 미래에 사랑 받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미래선교학자들의 주장

을 새겨들어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은 질문을 해야 한다.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지배할 만큼 건전하고 가치 있는 생

명력을 가진 재림신앙의 핵심이 있는가? 있다면 무엇이며 그 공언하는 진리가 공중에 날아가는 힘

센 천사와 같이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148



재림교회 정체성 

이학봉 (정읍중앙교회 담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이하 재림교회) 헌장 제2장 목적에 “본 (연합)회의 목적은 요한계시록

14:6-12에 기록된 세천사의 기별에 나타난 영원한 복음을 본 (연합)회 안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독려하며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 들여 그분의 교회와

연합하도록 이끌어 주고 그들로 속히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육성하는데 있다.”고 명

시하고 있다. 

재림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으로 정의 된 “세천사의 기별” 가운데는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

언과 백성’에게라는 구체적 표현은 복음 대상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진행 과정에서의 세분화 그리

고 재림교회 정체성의 본질적 특성이 전구적 다양성을 흡수 융합, 혹은 토착화해 내야하는 도전에

기반을 둔 사명임을 명시해 주고 있다. 그러나 전할 ‘영원한 복음’은 변할 수 없는 유일한 본질적 특

성을 함께 말하고 있기에, 선교사명을 지향하는 재림교회의 정체성의 중심에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은혜의 복음 이 외에는 정체성과 관련된 모든 제도와 정책, 방법과 사역은 지역과 시대의 필요에 따

라 모두 변화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런 이해의 배경에서 재림교회는 정체성에 대한 이

해도 새롭게 재조명 할 필요가 있다. 

초기 재림교회는 분명히 2300주야와 같은 성서적 진리의 발견과 불원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

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신앙 뿐 아니라 재림성도의 모든 삶의 중심에 있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는가? 

잠시 역사적 배경으로 돌아가 본다면, 1789년 불란서혁명이 일어나며 교권의 몰락과 함께 봉건

제도의 붕괴는 유토피아(utopia)라는 인간 이성으로 그리는 가장 완벽한 사회와 국가 건설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 그러나 이어진 결과들은 마녀사상과 공포정치로 얼룩지며 이성에 의한

유토피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시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동

서로의 팽창을 지향했고, 신대륙으로의 이주는 하나의 출구현상으로 나타났었지만 그 곳에서도 식

민정책으로 인한 억압과 착취는 계속되었다. 그 시대가 경험한 것은 기대한 이상보다는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대화 되어 나타나는 참담한 디스토피아(dystopia)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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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불안정한 혼란의 시대가 반세기 쯤 흘러가면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움에 갇히게 되며, 평등

과 평화와 자유는 멀어지고 이성은 혼돈을 욕망은 착취를 정당화하며 사회적 고통이 더 깊어질 때

희망을 잃은 사람들은 쉽게 방탕의 삶에 빠져들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이 1830-40년대에

이르러서 평범한 농부에 불과한 윌리엄 밀러의 성서 연구로 말미암아 2300주야의 해석과 재림에

대한 소식은 절망의 사회를 밝히는 하나의 희망의 빛이 되었고, 당연히 도래해야 할 정의로운 나라

에 대한 열망과 함께 19세기 어두움을 밝히는 횃불과 

요원에 번지는 불길처럼 전 미주지역과 더 나아가 유럽 전역에 이르기까지 세상을 비추는 희망

의 빛과 설렘으로 삶을 깨우는 ‘부흥과 개혁’이라는 변화의 결과를 낳았다. 

이와 같이 윌리암 밀러와 초기 재림운동의 선구자들은 자연스럽게 성서에서 어두운 시대를 비

출 희망의 빛을 찾고자 했으며, 그들의 성서연구는 단순한 교리적 발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

님께서 마지막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인도해 가시는 그분의 섭리적 손길을 발견하려는 진지한 노력

과, 혼돈과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출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진지한 탐구가 그들의 시대적 사명이

되었다. 

물론 대실망 이후에 형성된 재림교회는 그 태동에서부터 ‘새로운 빛’을 찾아 밝혀주어야 할 사

명을 결정적 정체성으로 갖게 되었고, 그 후 매년 이어지는 재림교회의 총회도 그 성격 자체가 성서

적 진리를 찾기 위한 성서연구회(bible conference)가 중심이 되었던 것은 당연한 결과 이었다. 그

러므로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일정한 교리적 틀과 체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틀을 넘어

도래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성서적 진리를 그 시대의 희망의 빛으로 밝게 비추려는 발전적 소

명에 있었다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분명하게 언급한다면 재림교회의 정체성은 이미 형성된

교리의 철저한 옹호나 과거 신실했던 어느 시점의 신앙의 형태로 되돌아 가려하는 데 있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과거의 신앙적 형태나 화석화된 교리적 이해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빛과 희망이

되고 의미와 능력이 되도록 변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려는 운동과 같이 역동성이 있는, 성

서적 빛을 찾아 세상을 경고하고 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데 그 주체적 정체성이 있었다

하겠다. 

초기 재림교회의 태동에서 보인 것처럼 현재에 있어서도 재림교회의 동력은 더 발전적인 계시

에서 나와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까지 백성들의 마음에 가슴 뛰는 설렘이 있고 확신

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할 재림교회의 신학적 발전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

에 근거하여야 하며, 성도들이 새로운 삶의 자세와 신앙의 의미와 가치와 희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

이어야 한다. 그리고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을 요동치는 희망의 빛이 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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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교회의 선교의 동력이나 초기 재림교회의 선교적 동력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었다. 성서적

빛이 변화된 사람들을 통하여 사회에 나타나게 될 때 핍박과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 밝은 빛으로 나

타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능력이 될 때 날마다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시대에 임하게 하였다.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성서적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되며 그 정체성이 무의미하게 존재하는 순간부터는 어떠한 능력도 가치도 변화도 없게 될 것이

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을 다시 해야 한다. 현존하는 재림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

것인가? 재림교회의 신조를 포함한 정체성은 변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인가? 시대에 따라 새로운 빛

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인가? 재림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동력은 재림교회 지도자나 행정자의 정책과

전략에 의한 것인가? 기도와 말씀연구로 파헤쳐진 새로운 성서적 빛의 확신에서 시작 되는가? 재림

교회 정체성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인가?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를 역동적으로 경험하게 하

도록 허락하는 것인가? 재림교회는 하나님의 품성의 옹호와 주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시대를 넘는

결정적 요소들을 포함했는가? 다양한 미래를 위한 충분한 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해 언제나 열려 있

는 것인가?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라는 전언에서 그 답의 방향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리

고 그 진실한 답을 찾기 위하여 초대교회의 뜨거움과 밀러주의자들의 희망처럼 다시 말씀으로 돌아

가 현재와 미래 시대의 빛을 더 밝게 비출 수 있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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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이학봉 (정읍중앙교회 담임)   

본 교회의 정체성을 표현한 마지막 부분에는 “저희는 ...지키는 자니라”라고 표현하고 있다.  초

기의 재림교회 모토가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기별 중심적이며 시대적 긴박감에 그

기별의 의미를 부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와 같은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이 필

요 되고 있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실패하는 교회의 양상은 조직적인 면에서는 훌륭하나 영적으로는 무기력증에 빠진

교회, 통일성과 일관성은 유지하나 다양성을 개발 발전시키는 데는 실패하는 교회, 신학적 전통성

을 지키는 데는 성공하나 복음을 들고 현장에 파고드는 데는 실패하는 교회, 행사주관과 사람들의

동원 그리고 재정의 투자는 이루어지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교회 등이다. 예

를 들어 건강개혁을 하려다가 건강에 손해를 보는 일이나, 날마다 은혜 안에 자라가는 대신 고차원

적인 이기주의자로 전락해 버리는 일, 품성의 완전을 추구하려다가 율법주의자나 위선자로 몰락해

버리는 일, 그리고 전도하려다가 한 영혼을 오히려 더 멀리 쫓아 버리는 일들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 어디에도 영광이 될 수가 없다. 

현 재림교회는 신앙의 순작용과 영적 역작용 중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모

습으로 변모해 갈 것인가? 1991년에 애드벤티스트 리뷰에 기록된 한 기사에서 그 모습은 이미 예견

되어 있었다. 그것은 조지 R. 나이트 박사의 비유로 묘사한 한 여인, 즉 “뚱보아줌마”의 모습이다.

뚱보아줌마는 비만을 줄이거나, 혹은 품에 안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 비만 체중을

줄이기 위해 비만하게 하는 입에 맞는 식품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 갈 수 없는

것처럼 희망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럼에도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있는 게 없다”는 현실

이 뚱보아줌마가 직면한 딜레마이다. 

또한 나이트 박사는 사회학자 데이빗 모버그가 분석한 교회 역사의 다섯 단계-(1) 조직의 발단,

(2) 공식적인 조직, (3) 능률의 극대화, (4) 기관주의, (5) 조직의 와해-를 적용할 때 미국의 재림교회

는 세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사이에서 흔들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라이프 사이클을

2014년 현 한국 재림교회에 적용해 보면 어쩌면 네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 사이에 혼절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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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볼 수 있겠다.

마음먹은 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림교회의 체질에 나타난 ‘비만’은 무엇으로 정의해야 할 것인

가? 비대한 기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인가? 세계적인 각부 조직의 문제일 것인가? 유형의 형태로 전

통이 된 재림교회 신앙 형식들일 것인가? 혹 재림교회가 지켜야 할 교리적인 부분에서 비대현상을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닐까? 최근 ‘재림교회를 떠난 이유’를 연구한 결과를 정리해 보면서 조금은 다

른 차원에서 비만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저희는 ...지키는 자니라”는 정체성에 닻을 내린 재

림교회 입장에서 볼 때 더욱 심각한 비만현상으로 보이는 까닭이다.  

먼저 2014년 2월 26일자 재림신문 기사를 그대로 옮겨 본다. 샌디 스넬링 위트모어가 지난 2

월 <스펙트럼>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는 최근 재림교회를 떠난 336명을 대상으로 교회를 떠

난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설문에 참여한 사람들 중 68%는 30년 이상 재림교회에 출석했던 사람들

이었고, 87%는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질문 문항은 복수의 답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어떤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실망, 분노, 마음의 상처 등의 이유로 재림교회

를 떠난 경우는 5.5%에 불과했으며, 8%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였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가장

큰 이유로는 “교리적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가 86%로 가장 많았고 재림교회 교리 중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교리들로는 ‘예언이 신’(80%), ‘조사심판’(75%), ‘안식일’(68%), ‘남은자손’

과 사명‘(67%) 등의 순서이었다.

그들이 교회에 입교한 나이로는 ‘13세 전후’가 74%로 가장 많았고, 응답자 중 46%는 “당시, 나

는 입교에 대해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엔 너무 어렸다.”고 대답했으며. 그중 22%는 “입교할 때는 내

가 교리를 다 이해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입교한 후에 알아야 할 것들(예를 들면 다른 교단

과의 차이들, 예언의 신 등)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나에게 말해 주지 않았다.”고 답

했다. 쉽게 표현하면 이는 재림교인이 된 후 그들을 비만케 하는 요소들로 가득해 있었다는 말이다.

교회를 떠난 또 다른 이유로는 ‘집중 성경공부를 통해서 받은 영향’(71%), ‘온라인 사이트나 블로

그’(42%), ‘성경외의 다른 서적’(33%), ‘친구나 가족과의 대화’(32%), 다른 사람과의 성경공부

‘(25%)라고 답했다. 

주목할 부분은 교리로 인해 교회를 떠난 경우가 1975년에 이뤄진 조사에서는 0%이었다는 점이

다. 그러나 2011년에는 교리 문제로 49%가 떠났고, 최근 조사에서는 85%가 재림교회를 떠남으로

교리적인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재림교회로서 신앙고백의

중심에 있는 28개 교리나 핵심진리가 오히려 교회를 떠나게 하는 비만의 위험도를 높이는 요소들

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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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지키는 자니라”라는 정체성 중심의 가르침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재림교

회를 떠나게 하는 근본적 문제를 낳고 있다면 현 시대에 재림교회의 ‘지키는’ 신앙 영역에서 교리

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인가? 기본교리 자체인가? 핵심진리의 문제인가? 아니면 교육과정의 문제인

가? 핵심진리의 이해의 문제인가? 아니면 핵심진리와 현실 삶과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인가? 한

번 더 재림교회의 핵심 진리들을 연구 분석해야 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재림교회 선구자들은 그 시대의 사회와 교회에 희망의 길을 열어 놓았다. 재림교회는 재림에 대

한 분명한 등불을 비추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신념이 된 진리의 빛을 따라 비록 좁고

험한 길이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 점점 좁아져 손에 든 짐들이 거추장스러우면 그 짐을 내려놓으면

서라도 빛을 향해 가야할 것이다. 그곳에 참 자유와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재림교회가 믿는

바대로 희망의 날에 다가가는 재림성도의 삶이 현실적 고통과 한계들을 넘어 희망과 설렘으로 물들

어져 가고 있는지 점검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만일 재림교회가 뚱보아줌마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정체성-을 자랑스럽게만 여기고 비만으

로부터 오는 모든 병리적 현상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간과한다면 머지않아 중증환자로 심각

한 사망진단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 자신의 모습을 진지하게 성찰하고 놓아야 하고 버려야 할 것

들을 속히 버리는 결단이 필요 되고 있다. 아니 이미 그 심각한 위험 증상이 결정적으로 판명되어 나

오고 있는 이상 더 지체 할 수가 없다.

즉 재림교회 정체성의 두 기둥 중 하나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정체성 명령에

는 준수(observe)의 의미로서 안식일 준수는 그림자도 없다. 덧 입혀진 의무적 준수 형태의 강조는

더 이상 강조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려는 진정한 안식을 지키라(keep)는 의미로 이

해되고 그 안식의 축복이 누려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로서의 안식일보다 ‘쉼과

안식’으로서의 안식일의 의미를 더 강조하며 지역사회와 그 지역사회에 속한 누군가가 재림교회가

제공하는 진정한 쉼과 안식이 있기에 그 안식을 축복으로 누리도록 해야 한다. 즉 ‘안식일’이 비추

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가 보여져야 한다.

재림교회의 또 다른 정체성으로서의 재림도 경고의 기별로 전해온 ‘종말 사건’에서 보는 재림이

라는 사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기보다 마지막 시대가 직면한 위기 때마다 예수의 모습으로 실현된

‘희망’의 사람을 볼 수 있도록, 외쳐진 ‘세천사 기별’ 보다 진정한 ‘천사의 손길’로 존재하는 이들에

의한 의로운 재림인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사회 병리적 현상이 편만한 곳마다 재림을 기다리는 순

수한 영혼들의 무아적 손길이 이어져 ‘희망의 사람’으로서의 재림성도 이미지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

렇게 실현된 변화야말로 아름다운 신부로 미구에 오실 신랑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다시 진지한 질문을 해 보기 원한다. 오늘 재림교회 내에서 ‘안식일’과 ‘재림’은 어딘지 답답하

고 무딘 형식으로 남은 신앙의 잔재인가 아직도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력을 불어 넣고 있는 소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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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인가. 재림교회 밖에서 재림교회의 두 기둥 ‘안식일’과 ‘재림’은 사람이 사고 싶어 모여오게 하

는 매력을 가진 하나님의 속성인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저들만의 공허한 메아

리인가, 더 나아가 저들도 뉘가 나서 돌아서게 하는 진부한 신앙인들의 주장으로서의 교리라면 마

지막 시대에 누가 그 신앙에 눈을 돌릴 것인가 누가 생명을 내어 놓고 “저희는 ...지키는 자니라”는

정체성을 지켜갈 것인가? 

재림교회의 정체성이 수보하는 자들의 열정과 희생적 탄생을 통해 재조명되어 참된 기둥들로

다시 세워져 더 이상 ‘뚱보 아줌마’가 아닌 예수의 본성을 소유한 아름답고 ‘거룩한 신부’의 참 모

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움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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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회와 재림신앙

이학봉 (정읍중앙교회 담임)   

영국 BBC방송의 [The Big Questions]라는 토론 프로그램에서 2년 전에 [회개할 때가 되었는

가?]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종교관련 다수 출연자들 중에는 Manchester 재림교회에서 목회하는

Acouoi Karbah 목사와 천주교 신부도 함께 참여하여 ‘종말’과 ‘재림’에 관한 주제를 다루었는

데, 진행 중간 중간을 살펴보면 재림교회 목사의 신실한 설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

대로 믿는 일에 대하여 강한 비웃음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관을 가진 그에 대하여 “악한 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치부하는 장면을 보게 된다. 

또한, 출연한 신부는 성경에 기록된 재림과 구원을 문자 그대로 믿는 일에 대하여 “이것은 근본

주의예요. 근본주의는 모든 세계 종교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청중들 박수) “이것은 근본주의자

들의 성경해석이며 요한계시록의 시적인 표현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

년 이천 년 후가 아니라 바로 임할 것이라고 오해 했고, 이제 우리는 바울과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잘

못 이해했음을 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즉시 재림하실 것이라 믿었습니다. 우린 이제 완전히

다른 기초에서 이해하고 있어요.”라고 주장을 한다. 그때 진행자가 “그러나 신약성경에 이 내용이

있는데요?”라고 언급하자 그 신부는 “그래서 어쩌라고요? 신약에 있는 것들을 성경 비평학과 현대

성경 이해에 따라 재해석해야 돼요. 이 근본주의 접근법은 안 됩니다.”라고 잘라 말하며 사실상 예

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을 문자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한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인 1,260년 동안 그리고 그 후에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톨릭은 재림에 대하여 강조하지 않았던 의도는 무엇이겠는가? 가톨릭의 사후 세계에

대한 가르침에 죽은 사람은 모두 천당과 지옥, 혹은 연옥으로 가기에 더 이상 예수께서 재림하실 이

유가 없다는 단순한 주장일까?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다. 요한계시록에 반복 강조된 재림에 대하여

시문학적 표현일 뿐 문자적 재림을 믿지 말아야 하며, 재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은 결과적으로 재림이

없다고 주장하고 믿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교황이 존재하는 한 그리스도

의 중보나 이 땅에 도래할 재림은 그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은연중에 인식시키려는 것과 같다 하겠다. 

오늘날 재림에 대한 개신교 신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성서 예언을 역사주의

156



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역사적 사건에 적용하여 해석해야 할 예언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과거에 성취된 일로 해석하는 과거주의 해석이나 먼 미래에 일어날 일로 적용하려는 미래주의 해석

을 따르거나 세대주의적 해석에 의존한다. 재림의 시점이나 방법에 있어서도 정신적 또는 영적으로

임하는 영적재림설, 은밀하게 어느 순간 승천하는 비밀휴거설, 초림 시처럼 다시 인간으로 재탄생

한다는 육신재림설 등으로 해석하려 한다. 이런 비성서적 주장들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이겠는가?

지금까지 소망해 온 재림을 불확실한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믿지 말아야 할 하나의

설로 치부하게 한다.

이런 시점에서, 예수께서 직접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성서 그대로 믿고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

재림교회의 재림신앙은 그 기다림과 준비에 있어서 더욱 신실해지고 있는가? 가슴 벅찬 설레임으

로 여전히 살아있는가? 매 순간 그의 오심을 증거하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어느 시

점에서부터 유일한 희망이 아닌, 오시면 좋고 오시지 않아도 별 불편이 없는, 불확실하고 부담스러

운 교리로 남아 있는가? 더 이상 희망의 화두나 담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화석화된 추억의 재림신

앙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진지하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조지 나이트박사는 “종말적 계시와 재림신앙의 거세”라는 저서에서 “아직도 재림신앙이 우리에

게 유효한가?”라고 묻고 있다. 이는 재림신앙인들이 재림이 유효한 것처럼 살고 있지 않는 현 시점

에서 바른 성찰을 기대하며 저술한 것이며, 가톨릭이나 다른 개신교단들에서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

도의 재림이 재림교회 신앙가운데서 배제되고 있지는 않는지 묻고 있기에 그의 견해를 참고하여 현

재림교회와 재림신앙을 보다 신중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재림교회의 태동으로부터 역사주의적 관점에서 추구해 왔던 재림신앙과 성서예언에 기초한 종

말적 계시에 대한 확신은 재림교회의 선교 동력이었으며, 재림교회의 존재 이유였다. 한 마디로 정

리한다면, 재림교회는 종말적 계시와 재림신앙의 기초에 서 있는 교회이다. 그런데 서기 2000년이

지나면서 재림교회 내의 재림신앙은 현저히 이완되어 종말적 계시와 재림신앙이 점점 진부한 교리

처럼 여겨지거나 교회성장 저해 요소가 된 것처럼 인식되어 지더니, 성서 예언을 연구하는 일이나

현대진리로 불리어지고 있는 재림교회의 핵심진리들을 성서로 증거 하는 일들이 현저히 감소하였

다. 아니 어쩌면 그런 진리가 있는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고 표현해야 맞을지 모르겠다.

서기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 재림교회는 이미지 선교라는 정책을 취함으로 재림교회도 정통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타 교단과 많은 교류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부분적 일이

지만 정통교회로 인정받은 후 종말적 계시와 재림신앙의 핵심진리를 이룬 계 14장과, “내 백성아 거

기서 나오라”는 계 18장의 호소의 기별을 증거 해야 하는 사명의 명분이 흐려지게 되었고, 재림교

회가 이단의 색을 벗고 복음적으로 전환해야 교회가 성장한다는 교회성장 정책과 맞물리면서 남은

교회로서의 정체성과 남은무리의 존재 가치도 모호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재림교회가 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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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와 같은 정통의 입장이라는 측면에서 기대와는 달리 선교적 확장도 미미했으며, 재림교회가 마

지막 시대에 세상 역사를 마감해야 할 특별한 사명자로서의 강력한 존재 이유마저 제거되어 버린

것이 아닌지 자성해 보아야 하겠다. 더불어 재림교회를 정통교회로 평가한 개신교회의 측정 기준이

정말 성서적이었기에 “재림교회도 정통이다”라는 평가를 다행한 것으로 받아 들었는지 더 깊이 고

민해야 할 문제로 남아 있다 하겠다.

물론 재림교회가 개신교회와 다른 현재진리를 가졌기에 일반적으로 특이하고 까다로운 사람들

로 인식되어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 요소보다 더 심각한 재림신앙의 문제는 오

히려 재림교회 안에 존재하는 전승신앙의 부주의라 하겠다. 재림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재림성도

라 할지라도 현대진리에 대한 성경구절들을 자신 있게 들어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예전보다 점

점 줄어들고 있으며, 과거에 재림신앙으로 인해 오는 불이익과 손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진리 수호를 위한 희생을 특권처럼 감수했을지라도 이제는 자녀들에게 가혹했던 신앙을 전수해 주

고 싶지 않은 경향이 일반화 된 것 같다. 이런 일들은 확신하고 있는 현대진리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는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과 대하는 태도, 그리고 전수하려는 의식의 문제들이라 하겠다. 이런 부주

의함이 자연스럽게 재림신앙을 충실한 성서적 믿음에서 윤리적, 문화적 문제로 변화시켜 가려는 노

력들로 나타나거나, 재림신앙의 가치를 일반화하여 그 의미를 퇴색케 하는 일들로 나타나고 있다.

재림교회와 재림신앙, 이제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높은 부르심과 마지막 시대에 하나

님께서 명하신 시대적 사명의 근거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성서예언과 핵심기별을 부지런히

연구하여 더 밝은 빛으로 밝혀내려는 진지한 노력, 마지막 시대에 주어진 현대진리의 기별을 가졌

다는 확신과 자부심, 그리고 식어버린 불타는 사명감의 회복들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왜

냐하면 재림교회가 시대적 사명과 현대진리에 대한 거룩한 자부심을 잃을 때 재림신앙의 존재의 의

미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재림교회의 성서적 진리는 단순히 성서적 사실로만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재림신앙의 주요 쟁

점들은 종말적 계시로 재해석되어야 하며, 발전적 신학과 함께 마지막 시대에 어두워진 세상을 보

다 더 밝은 진리의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야 할 사명감을 새롭게 불 붙여가는 운명적 기별들이 되어

야 한다. 이제 다시 자문해 보자. 재림신앙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재림성도로서 가졌던 재림신

앙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과거보다 더 견고해져 가고 있는가? 지금까지 지켜온 재림신앙이 자랑스

럽고 칭찬받을만한가? 나의 미래와 재림신앙은 여전히 궁극적이며 유일한 희망인가? 자녀 세대에

게도 자신들의 소유와 존재를 희생할만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재림기별이 문화적, 사회적, 종교

적 정상 인식을 넘어 불타는 사명으로 들끓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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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림교회, 선행이 우선인가 기별이 우선인가 

이학봉 (정읍중앙교회 담임)   

“지금 세계는 프란치스코의 마법에 빠져 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만나는

그의 눈높이 화법은 거부하기 어려운 또 다른 매력이다.”(더난출판) 대한민국은 8월 14일 교황 방문

을 앞두고 40여권에 달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서적들이 앞을 다투어 출간되었으며, 주요 일

간지가 그렇듯 동아일보도 세션신문 전체를 할애하여 교황 방한에 대한 소식을 자세하게 보도하고

있다. “리무진 버리고 빈민가로...스스로 십자가 선택한 교황”이라는 타이틀과 커버 스토리에 “교황

14-18일 방한... 세계는 왜 프란치스코에 열광하는가”로 뽑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의

그의 파격 행보라 한다. 

교황관저 대신에 여행자 숙소인 산타 마르타의 집에 머물면서 다른 신부들과 저녁을 먹는다. 이

름난 이탈리아 장인이 만든 ‘명품’ 수단과 구두, 십자가 대신 옛날 자신이 쓰던 것들을 그대로 쓴

다. 전용 리무진 대신 걷거나 버스나 작은 차를 타고, 걸핏하면 사람들과 스킨십을 나눈다. 브라질

의 마약지역이나 이탈리아의 마피아지역과 같은 위험지역을 방문하면서도 방탄조끼나 방탄차를 타

지 않는다. 한국 방문기간에도 1600cc ‘쏘울’ 이라는 경차를 이용하기로 했다. 그의 방문 일정에도

위안부 할머니, 음성 꽃동네, 세월호 유가족, 밀양 송전탑 피해자, 강정마을 주민, 쌍용자동차 해고

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포함한다. 

프란치스코의 청빈, 사회정의와 평화구현, 빈민구제 등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몸소 실천하

는 교황의 행보는 모든 사람의 관심의 대상이 되며, 최근 그의 모본에 따라 고위 성직자들이 명품을

버리기 시작했다는 신선한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상히 여겨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법 같은 매력과 감동으로 그를 따르게 하고 있다 하겠다. 

이 시점에서 재림교회가 인식하고 정의해야 할 재림신앙의 핵심 요소를 환기해야 할 것 같다. 잠

시, 요한계시록의 관점에서의 제시가 아닌 공관복음의 종말적 진술들은 살펴보자. 공관복음에서 마

지막 “시대의 징조”와 함께 이어지는 다섯 가지의 비유는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모르기에 주의하

고 준비하라는 가르침에 중심을 두고 있다. 이는 언제 종말이 이를지 모르기에 재림을 바라보며 계

속적인 기대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뿐 아니라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과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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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제시해 주고 있다. 

마태복은 23장에는 “화 있을진저”라는 일곱 번의 표현으로 당시 지도자들에게 주는 권면으로 앞

의 세 번은 종교지도자들의 외적인 모순을 뒤의 세 번은 종교지도자들의 내적인 모순을 설명하면서

중심 되는 요지는 네 번째 23절에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는 경고와 함께 사랑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마태복음 24장은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으로 “그 때에”라는 강조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물론

마지막 때에 관한 징조들을 설명하시나 사실 징조를 보며 참아 기다리라는 의미 보다는 마지막 세상

에 난리들이 나고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 그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행할 행동강령, 즉 사랑의 실현을

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영벌과 영생이라는 운명을 결정하는 세 가지 비유 구성

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주인이 올 그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물론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사랑의 실현을 가장 중요한 분별의 요소로 설명하고 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수난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그의 공생애를 요약하며 주시고자 하시며,

특별히 마지막 때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기다리는 삶의 본질적 특성을 다섯 개의 비유들로 설명

하신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는 주의로부터 시작되는 다섯 개의 비유는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종

말적 계시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빛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지체로 인한 실망과 믿음을 위협

하는 형편 속에서라도 그분을 따르는 자들로서 매일의 삶과 태도를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

게 일깨워 준다. 결론은 예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마지막으로 분류할 대상은 사랑의 실현

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로 분별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참된 신앙의 핵심을 올바른 교리를 믿거나 어떤 의식과 생활의 의무들을

충실히 실행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 입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나

의식적 순종이라기보다 미가 선지자의 지적처럼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

과 함께 하는 것”을 더 요구하신다. 예수께서도 참된 종교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다루실 때마다 “나

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셨다. 야고보 사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란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공관복음에 입각한다면, 마지막 시대에 분별의 기준은 그들이 무엇을 믿는지, 또는 안식일을 지

켰는지, 십일조를 냈는지, 혹은 그들의 건강을 잘 돌보았는지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비록 이런

요소들이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지만, 이런 요소들을 열심히 실행하고도 마지막 날에 완전히 잃어버

린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시대의 소망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란 장에 반복적으로 강조된 것

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율법적 준수에 있지 않고 개인이 그

들의 이웃에게 실제적인 사랑을 얼마큼 보였느냐에 의한 것이라고 강조한다. 은혜로 구원받고 행함

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공통된 흐름이라면, 무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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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화되어 매일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이웃들에게 표출되는 삶이야말로 마지막에 양으로 분류되는

필수 항목인 것이다.

이런 공간복음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본다면, 최근 재림교회는 지연된 종말로 인

해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설교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점점 희귀 해저가고 사회정의나 사랑의 실현을

주제로 한 선행의 덕목들, 혹은 자기개발이나 성장과 행복론과 관련된 설교들을 복음적 설교로 인

식하고 주된 설교 주제로 채택하는 경향이 일반화 되어 가는 것을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인 것 같

다. 요한계시록의 종말적 흐름에 따라서 설교하는 것은 19세기에는 대단했을지 모르나 오늘날에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레 짐작한다. 물론 신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사회정의와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 등에서 예수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21세기에 의미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재림교회의 일차적 사명으로서 이러한 현실 문제들을 논한다면 세 가지 점을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조지 나이트는 지적한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사회정의와 가난한 자를 먹이는 것을 우선해야 하는 사역으로 삼지 않으셨

다는 점이다.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감탄한 군중들이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

으려 했을 때 제자들과 백성들을 흩어 보이신 태도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일상에서 떡이 필요하

다는 사실을 부인하신 것이 아니다. 군중들이 요구하는 떡만을 채워주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으며, 그분이 지향하신 사역의 기본 방향은 군중들에게 음

식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삶의 시각을 오직 영생의 떡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생명에 대한 시각으로

일깨움이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보이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계속 가난한 자들을 먹이

시고 사회정의의 필요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동안에도 그분의 중요한 초점은 죄 된 세상에서 완전한

구속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는 재림 직전에 있을 마지막 교회에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 기별을 궁극

적 사명으로 위탁하셨다는 점이다. 마지막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

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는데 있다. 그의 교회는 세 천사로

선악의 대쟁투를 마감하신다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적 계시에 근거한 사역이 우선 되어야 한다. 물

론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아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회정의와 사회약자의

구제는 기다림의 태도와 의무일지라도 마지막 교회의 중요한 종말적 계획을 전도시키는 일로 뒤바

뀌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엘렌 화잇께서 요한계시록의 종말론과 공관복음의 종말론 두 사이의 조화를 명료히

정리해 주셨다는 점이다. 19세기 후엽 켈로그(J. H. Kellogg)박사가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을 위

하여 매우 적절하고 성공적인 사회정의 구현운동을 시작하였을 때, 엘렌 화잇은 “이것은 본질적으

로 훌륭한 사역”이라는 점과 “주님께서 버림받은 자들을 위해 하셔야 할 일이 있다.”는 말로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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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하지만, 재림교회의 역량과 재정을 “세상이 대체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데 쏟아 부어서는”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셨으며, 그녀는 계속해서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함으로 재림교회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사업을 상

기 시킨 것이다. 다른 한 예로 구세군이 좋은 일을 하고 있으나 재림교회는 그것을 우리의 일차적인

초점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는 점이다. 세상이나 다른 교단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

을 재림교회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세상이 결코 할 수 없는 일, 즉 요한계시

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땜질은 결코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과 공관복음 모두 종말에 대한 궁극적 기별

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성실함과 진지함으

로 그 사명과 임무를 실현해 가라이다. 이것이 이 죄악 세상의 목마름, 곧 가난과 불의에 대한 유일

하고 참된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재림교회, 선행이 우선인가 기별이 우선인가 이제 다시 진지한 질

문에 답을 해야 한다. 재림을 소망하며 매일의 삶에서 실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청빈, 사회정의와 평화구현, 빈민구제 등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삶의 신선한

변화로 마법 같은 매력과 감동을 일으키고 있는가? 떡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삶의 시각을 영생하게

하는 떡의 시각으로 바라보도록 하고 있는가? 선악의 대쟁투를 마감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적

계시에 근거한 사역을 이루고 있는가? 땜질이 아니라 궁극적 해결을 위한 세천사의 기별을 최우선

적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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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은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가? 

이학봉 (정읍중앙교회 담임)   

지난 2013년 3월 13일 시스티나 성당에서 열린 콘클라베는 266대 교황으로 아르헨티나 출신 호

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76) 추기경을 선출하였다. 그는 역대 교황들과 세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

는데, 첫 번째는 비유럽출신으로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이라는 점, 두 번째는 예수회 창립 이래 474

년 역사상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이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빈자의 성자’로 불러진 프란치스

코라는 교황명이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2013년 브라질에서 청년들에게 ‘행복을 위한 십계명’을 제시하였는데 언론

에 보도되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큰 호응도 얻었다. 전반적인 내용은 행복하려거든 ‘이타적인 삶

을 살라’이다. 교황이 제시한 행복 십계명 중 조금 더 예언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계명은 5계명(일

요일은 가족과 함께 보내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다.)과 9계명(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이다. 왜냐하면 이 두 계명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이란 선악의 대쟁투의 계쟁점과 충돌되는 계명이며 남은 자

손의 성서적 특성과 반대되기 때문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기 2000년을 지나오면서 교회연합과 교황 수위권을 위하여 타 종교

와 교리적인 대화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교서를 내렸다. 그런 배경에서 가톨릭은 교회일치 운

동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오고 있으며, 그 예로 1998년 3월 일반인들의 교황 알현에서 “자신들의 종

교적 전통 안에서 선한 것을 행하고 스스로 양심의 명령을 따름으로써 다른 종교의 신자들은 하느

님의 초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그분 안에서 구

원을 얻을 수 있다.”고 환대했다. 

교황 베네딕토 XVI세도 2005년 11월 30일 바티칸에서 “불신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구원

관을 천명한 바 있다. “비록 성서적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순수한 마음으로 지역사회에 선을 행하

며 평화를 구하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역설한 것이다. 

교황 프란치스코의 구원관도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는 “무신론자도 선을 행하면 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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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는다”며 다음과 같은 인터뷰를 했다. “모두라뇨? 신부님 거기엔 무신론자도 포함됩니까? 맞습니

다. 무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해 만나야 합니다. 무신론자라 할지

라도 선을 행한다면 우리가 저곳(천국)에서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같은 가톨릭의 일관된 주장은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와 심지어

무신론자들에 이르기까지 오직 선한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

교회와 타종교 간의 일치를 목적한 것이다. 

최근 개신교회들의 구원관은 어떠한가? 가톨릭의 주장과 다른 점이 있는가? 소수를 제외하면 가

톨릭과 같은 구원관을 지향해 가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는

1975년 11월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제5차 총회에서 “구원이 오직 예수가 아닌 다른 종교를 통

해서도 가능하다”는 주장과 함께 “모든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형제자매다. 그러므로 타종

교인은 개종의 대상이 아니며 함께 진리를 찾아가는 동료 영적 순례자이다.”라고 선언하였으며,

1983년 7월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총회에서는 “불교, 힌두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도 구원을 얻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는 가톨릭의 주장처럼 선행을 바탕으로 얻어지

는 구원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다원주의 구원관과 함께 널리 확산되는 종교사회의 인식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을 성서문자 그대로 믿으면 누구든지 “근본주의자”라는 평을 받게 될 것이며, 좋은 의미에서가 아

니라 아주 편협하고 극단적인 비호감의 신앙인으로 적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교황 프란치

스코는 스페인의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근본주의 그룹은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고 실제로 누군

가를 치지는 않지만 폭력이다. 근본주의자가 가진 정신적 구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폭력이

다.”라고 지적했으며, “만약 성경이 절대 틀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는다거나, 만약

예수께서 성서에 기록된 문자대로 그분이 실제적으로 직접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종교연합

과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 인터뷰는 근본주의자들에 대한

교황의 시각을 잘 보여 주었다. 

조금은 다른 편의 이야기기만 2013년 5월 30일 런던 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영국 옥스퍼드의 한

수석 신경학자(Dr. Kathleen Taylor)에게 “차후 60년간 이루어질 신경과학 연구 프로젝트”에서 얻

어질 긍정적 결과에 대하여 묻자, 그는 “분명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의 대상으

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급진적인 종교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을, 순수

한 자유의지의 결과로 선택한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일종의 심리장애로 보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종교적 신념을 정신적 질환으로 분류하여 치료의 대상으로 삼는 일들)

은 현재 맹목적인 믿음들(근본주의 신앙)이 의심할 여지없이 엄청난 손해와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

들을 생각할 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이는 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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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성서를 바탕으로 종교적 신념을 가질 때 치료 받아야 할 정신질환으로 분류될 세상이 도래할 것

이라는 말이다. 

같은 맥락에서, 새들백교회의 목사요 CFR 회원인 릭 웨렌목사는 2005년 플로리다 키 웨스터에

서 열린 한 종교 포럼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포함한)모든 종류의 근본주의는 21세기의 큰 적들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주장을 하였다. 성경의 무오성,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대속의 죽음,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역사성 이라는 "기독교 5대 근본교리"를 믿는 이들을 이슬람 급진

세력 알카에다와 같은 21세기의 큰 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의 규정대로라면 불원간 성경을 하나

님의 말씀으로 믿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으로 분류

되어 교화 내지 처단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WCC와 로마 교황청이 이슬람, 불교 등 다른 종교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해 종

교간 대회를 늘려 갈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종교간 “개종” 문제에 대한 공동의 행동규범을 만들 방

침이어서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CC는 최근 이슬람, 불교 등 타종교지도자들과 “개종”과

관련된 회의를 갖고 “타교인을 개종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그동안 타종교의 권리를 침해해 왔

다.”데 의견을 모으고 “종교는 신성한 인권이며 개종에 대한 강박관념은 치유돼야 마땅한 것”이라

는데 뜻을 같이 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이런 배경에서 행복 십계명 중 9번째 계명에 “타인을 개종

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모든 일 가운데 최악은 개종이다”라고 했는지 그 의미

가 더 분명해 진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논의들이 신구교간에 그리고 타종교 간에 활발해 지고 있는가? 요한계시

록 18장의 큰 외침의 배경이 준비되고 있는 현상이라 하겠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신앙을 존

중하고 선하게 살면 누구나 구원을 얻는다는 대세 앞에 성서진리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문자

그대로 믿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예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와 같은 기별을 전하게 된다면

그는 치유 받아야 할 정신질환자요, 인류의 공존과 번영을 방해하는 공공의 적이요, 강박관념에 사

로잡힌 인권침해자가 될 것이다. 그는 선량한 시민에 대한 폭력자요 끝내는 교화 내지 처단의 대상

이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용이 여자의 남은자손과의 마지막 대쟁투 계쟁점에서 특별히 “예

수의 증거”에 대한 치명적인 술책을 이미 규범화 해가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며, 마치 “하나님의 계명”이 일요일 휴업법으로 강제되듯이 불원간 “예수의 증거”도 개종금지에 관

한 인권법으로 구속과 처벌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 시대는 분명 각 시대의 대쟁투 538페이지에 묘사한 그대로 “불신은 단순히 세상에서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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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교회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보급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하게 되었다. 영감으로 기록된 위대한 창조의 진리,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

의 율법의 영원성은 소위 그리스도교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사실

상 거부당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에서 흠을 찾아내고 가장 중요한 성경의 진리를 이론적으로 해

석해 버리는 것이 그들의 우수한 학식과 재능에 대한 증거인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하여 하나님

의 율법의 요구가 여전히 효력이 있으므로 글자 그대로 준수해야 한다고 하는 자들이 오히려 조소

와 모멸을 당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재림교회의 사명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던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세상이 물로 멸망한다는 경고의 기별을 끊임없이 외쳤던 노아처럼 이 시

대의 의의 설교자들이 되어서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여 영적 혼수상태에 있는 기독교와 세상을 향해

‘어린양을 바라보라’는 초청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기별을 크게 외침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이 일에 자신이 진실로

준비되었는지, 이 사명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을 구하고 있는지 묻고 답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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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무기

고문경 (기도인연합 운영위원) 

위기라는 말이 지금보다 더 자주 사용된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국가적, 사회적, 가정적, 도덕

적 경제위기 그리고 달갑지 않게 종교적, 신앙적 위기란 말이 여기저기 도처에서 들려옵니다.  총체

적 위기는 성경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

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눅 21:26)

한국연합회는 지난해 10 월 교회에 "위기관리 위원회"를 조직하고 교단내의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특히 재정, 선교, 기관문제 영어 학원등 제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읍니다. 

위기가 온땅에 편만한 이때 우리 재림성도들이 시급히 해야할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이런 위기는  각 시대마다 국가 사회는 물론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언제나 따라 다녔읍니다.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 모세, 요셉. 다윗 그외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비롯해서 12 사도들과 초기 성

도들 모두 언제나 위기속에 살았읍니다. 단 한사람도 위기없는 태평성대에 안일하게 산 인물들은

오늘까지 찾아볼수 없습니다.  이처럼 에덴을  상실한 인류역사는 전체가 위기와 싸운 투쟁의 역사

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땅에서 위기의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를 찾으려고 애쓸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의 때에 과거에 승리한 선조들처럼 위기를 대처하며 승리의 비결을 성경에서 배워

야 합니다. 

먼저 극한 위기를 극복하신 예수님과 성경상 믿음의 위인들이 위기의 때에 대처한 무기가 무엇

이었습니까?  이 무기가 바로 오늘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가질 무기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벧전

4:7)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먼저 우리는 왜 깨어있어야 하는가? 그 목적은 기

도하기 위함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할 이유와 목적은 기도하기위한 후속조치 입니다.

화잇여사는 "그리스도인 생애에 있어서 세가지 표어는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 ( 2T 283)는 말

씀을 통해 이 세가지 뗄수 없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위기를 당한 이

땅의 성도들이 반드시 취할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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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 (벧전 5:8) 이것은 베드로가 자신이 경험한 솔직하고 정직한 고백이요 간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

다. 예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시는 위기의 때에 뒤 따르던 베드로는 세번이나 예수님을 부인

했읍니다. 그 이유는 그의 결심의 부족이나 힘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는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

하지 않겠다고 한번이 아니라 세번이나 사나이답게 결심하고 맹세까지 했읍니다. 그런데 왜 그의

결심이 썩은 새끼줄같이 되었습니까? 단지 무장한 로마군인이 두려워서 였습니까?  화잇 여사는 그

해답을 주셨습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었다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 시대의 소망 3 권 221)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그처럼 비참한 실패를 하게 되었읍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위기의때 우리

가 정신차리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실패의 쓴 경험을 할수밖에 없읍니다. 

"마귀의 기도를 게을리 하는 자들은 어두움으로 가두어 놓는다. 이원수의 속삭이는 시험은 저들을

죄에 빠뜨리려고 유혹한다. 이 모든것은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실때에 그 주신바 특권

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자

의 수중에 있는 열쇠이건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가?" (정로의계단 76)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할 그 위기의 때처럼 오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것은 기도입니다.  지난

2007년 서부야영회에서 한 장로님을 통해 시작된 기도인 연합 운동이 꾸준히 발전 확산되어 이제

는 미주, 한국 일본에까지 기도의 회원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 성도들의 요

청으로 한국 재림연수원에서 총 300명 가까이 참석한 큰 기도성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

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일본 성도들이 일본에서도 이 같은 집회를 열어달라는 간곡한 요청에 일본

에서의 기도집회의 필요를 느낀 일본연합회가 지난해 기도인연합과 집회를 공동 주최하기를 제안

했습니다. 일본 집회는 이 기도 운동을 통해 이 시대를 깨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생각

합니다.  집회장소인 일본 여성국립회관에 260명이 넘는 성도가 참여하여 큰 축복의 경험을 하였습

니다.  세상의 위기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더욱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합니

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원하셨던 것 기억합시다.  위기의 때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가장 큰 무기가 기도임을 기억하

십시다.

기도는 우리가 원수를 저항하게 하는 무기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세상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오라. 당신의 희생의 효험을

의지하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기쁨이 그대들의 영혼 안에 깃들여 있음을 나타내 보이라. 그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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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일로 인해서 그대들의 기쁨은 더욱 충만하게 될 것이다. 불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그치라.

우리들의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기도를 많이 하라. 기도는 영혼의 생명이다. 믿음의 기

도는 우리가 원수의 모든 공격을 성공적으로 막아낼 수 있는 무기이다.(가려뽑은 기별 1권,

88)(Signs of the Times, August 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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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인 연합의 기도회를 회고함

김명호 (기도인연합 운영위원)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기도하는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통로이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영적 생

명이 없어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명 있는 것은 다 호흡한다. 호흡하기 때문에 생명이 있다

는 것이 증명된다. 성도의 삶은 기도의 연속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호흡은 의식하고 하는 것이 아니

다. 생명현상으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기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우리는 무의식중에 영혼의 호흡을 멈춘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에 이

상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 심폐소생술을 행하여 정지된 호흡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우는

일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누군가가 신앙의 호흡의 심폐소생술을 시술해 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생명의 호흡을 다시 이어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마음에 깊이 느낀 사람이 있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이 기도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중에 그가 이것을 깨닫고

2007년 서부 연합 야영회에서 기도인 연합 발기(發起)를 한 것이다. 그래서 그가 배운 현대 IT 기술

을 활용하여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 일을 하도록 추진하고 매월 첫 일요일

에 사람들이 각자 거하는 곳에서 인터넷과 전화기를 사용하여 연합기도에 참여할 수 있게 한 것이

다. 작게 시작했는데, 계속 커졌다. 적은 무리가 참가했는데 지금은 많은 무리가 국제적으로 참가하

여 같은 주제를 두고 마음을 함께 하여 기도에 참가하고 공동으로 신앙생활 호흡을 격려하고 확인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참 감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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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성장하여 2012년에는 기도인 연합 주최로 국제 연합기도회를 한국 재림 연수원에서 개

최하게 되었다. 

이 계획을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좀 부정적이었다. 누가 재정을 지출하고 국제적

으로 거기 참석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개회했을 때 참석한 사

람들을 보고 일단 나의 생각은 기우였다는 것을 가슴에 깊이 느끼게 되었고, 4박 5일의 집회가 진

행되는 동안 기도의 열기를 온 몸으로 느끼면서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에서, 일본에서, 한국에서, 그리고 적은 수였지만 중국에서 참석하여

300명이 넘는 신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기도의 열기를 뿜어냈다. 생명의 활기찬 열기가 집회 장

소를 꽉 채웠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

고 감사드렸다. 

참석한 사람들의 열망을 따라 2013년에는 일본에서 연합기도회를 개최하였다. 일본 교회는 여

러 가지로 열악한 신앙 풍토이다. 일본 인구 전체에 기독교 인구가 1%정도라고 한다. 그 중에 재림

교인들은 15,000명 정도라고 하니 짐작할만하지 않은가.

그런데 일본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참석했다. 미국에서 한국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을 합해서

250여명이 되었다. 2012년 한국에서 열렸을 때와 비교해도 결코 그 열기가 못하다고 할 수 없는 집

회였다. 

두 번의 연합 집회에 초청된 강사들이 기도하며 준비하고 준비한 그 말씀을 기도하며 증거했을

때 회중들의 마음에 깊은 감명과 깨달음을 더하는 모습을 역력히 느끼고 볼 수 있었다. 

역사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18:8)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꾸준히 기도해야 할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하신 말씀

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성도들은 열심을 가지고 끊이지 않고 꾸준히 기도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가르쳐주신 말씀이다. 그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다. 그런데 기도하는 신자들이 줄어질 것이라는 염려를 드러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그것은

신자들의 신앙생활 생명이 꺼져간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

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눅

18:6~8)

이런 신자들의 생활터전에 잡초를 제거하고 땅을 깊이 파고 생명의 호흡이 활기차도록 기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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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을 결성하고 신앙생명 호흡을 활기차게 하도록 기도인 연합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경배와 감

사와 찬양을 드린다. 

그리고 이런 발상을 하도록 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감사드린다. 여러 해를

꾸준히 이끌어온 한 장로님과 주위에서 그와 동역하는 분들을 인하여 감하한다. 

아무쪼록 우리의 신앙생명 열기가 꾸준히 활기차게 이어져서 누가복음 18:6~8에 약속하신 것

이 속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신앙의 활기가 넘치게 되도록 성령께

서 우리를 친히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글을 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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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entist Prayer Forum 2014 (APF2014)  

Awake, awake; put on thy strength, O Zion (Isaiah 52:1)

Theme: The Present Truth for Our Times 

Location: Sahmyook University, Seoul, Korea     

Date: November 14-16, 2014    

Hosted by: Prayer Coalition / Theology Graduate School of Sahmyook University 

Sponsored by: Korean Union Conference 

We believe that “before the final visitation of God’s judgments upon the earth there will be
among the people of the Lord such a revival of primitive godliness as has not been witnessed
since apostolic times (GC464)".  We realize that “A revival of true godliness among us is the
greatest and most urgent of all our needs” (1 SM 121).  We also realize that this revival of faith
has to be the foremost work.  As we anticipate the time when this revival of the faith is realized
around the whole earth, we also understand that we need renewed awareness of the messages
that need to be preached today.  

After the resurrection of Jesus in 2000 years ago, the disciples were convinced that the
prophecies found in the writings of Moses and the prophets had been achieved and they sub-
mitted themselves to strengthening their faith in the Lord. In a similar way, people during the
last days will ardently pray and will have strong trust and faith in the Lord, in part due to better
understanding of the 14th chapter of Revelations. This revival of faith, which has been foreseen
by people impressed through the Holy Spirit, must be accomplished. In order to spread this
spirit of repentance and prayer, it is essential for us to understand and accept our mission today.

In 2007, the prayer coalition movement was born based on the promise of a revival of faith
before the second coming of the Lord. This prayer movement does not only intend to get people
together to pray for a unified cause, but also to take part in the revival of faith. Our actions are
driven by the clear understanding of the Present Truth, which begins with the Thee Angels’
Messages, as well as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our mission to accomplish God's work.
This spiritual awakening will help us willingly take on the path of becoming the “witnesses of
these things" (Luke 24:48).

We are gathering now not only to encourage each other to enlighten our mission to pro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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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ssages of the last warning, but also to work together to lift the name of God as we face
the final resolution of the great controversy of Good and Evil. 

Brief History of Prayer Coalition

The United Prayer Movement among Korean Adventists began in 2007 during the Korean
Western Camp Meeting in the United States. Our prayer group, Prayer Coalition, was founded
through the movement. Its members now include Korean Adventists in the United States, Korea,
Japan,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As awareness and enthusiasm for prayer have been notice-
ably insufficient in our Adventist churches, we believe that God has guided us in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e movement.

With the conviction that God has been with the movement since its inception, we hosted a prayer
convention in Won-ju, Korea from October 4-8, 2012. The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2
(재림기도인연합성회 2012), sponsored by Korean Union Conference, was to encourage faithful
prayer life among Adventists for the spiritual revival in the churches. The blessings at the convention
were enormous.  More than 300 Adventists including our prayer members from the States, Japan
and Korea attended. Many people wanted to attend but could not due to limited space.

Last year we hosted Adventist Prayer Convention 2013 (재림기도인연합성회 2013) in
NWEC, Saitama, Japan from November 7 – 11. It was co-hosted by Prayer Coalition and Japan
Union Conference. The event was for both Japanese Adventists and Korean Adventists from
the States and Korea as well as for the prayer gathering after the Tokyo 13, Mission to the Cities
project. All main presentations at the convention were done through simultaneous interpretation.
The convention was unique in that it was a joint effort by Korean laity and the Japan Union
Conference, sponsored by the Korean Union Conference, and supported by Northern Asia-Pa-
cific Division (NSD). The introductory video clip of the convention can be found here (see also
APC2013 publication). Since the prayer convention, the Japanese Prayer Coalition (“Prayer
Network”) by Japanese Adventists has been established with support from JUC and they had
their first prayer meeting via conference call on August 10th, 2014. 

As of August 2014, our prayer group has over 500 members (excluding the Japanese Prayer
Coalition members) from the States, Korea and other parts of the world.

TEL: 619-758-4006  • FAX:  858-909-8214    
Prayer Coalition     P. O. B o x 910152, San Diego, CA 92191
Email: admin@prayercoalition.com  Web: prayercoali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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