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은 상징인가, 일어날 사건인가?
1.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차이
성경 전체에서 계20:1-6에서만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는 내용이 언급되었다.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가 주권자가 되셔서 그의 성도들과 함께 통치할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사건인가? 아니면 신약시대 전체를 의미하는 영적인 기간인가? 하는 견해로 갈라진다. 이 견해들에 따라
서 요한계시록을 실제 일어날 사건들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제와 관계 없는 상징적인 영적 의미로 볼 것인가? 로 분류된다.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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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적 전천년설(Historic Premillennialism) - 예수님이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고 하여 전천년설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
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통치할 사건임을 믿는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
도 앞으로 실제 일어날 말세적 사건들임을 믿는다. 예수님은 시대적 사건에 대해서 살필 것을 강조하셨다. 유대인들은 시대
의 표적(sign)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초림의 메시야를 영접하지 못했다(마16:3).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상징적이지만
앞으로 성취될 사건이므로 성경은 “반드시 속히 될일”(계1:1), “장차 될일”(계1:19), “마땅히 될일”(계4:1) 이라고 기록되었
다. 그리고 그 “될 일(thing)”은 시대의 표적(sign)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 깨달을 때 믿음의 용기와 확신과 담력이 생긴다.
2. 세대주의 전천년설(Dispensational Premillennialism) - 전통적 전천년설에 세대주의 이론(인류역사를 7시대로 구분)을 첨가한
이론이다. 역사적 전천년설에서는 천년왕국을 한정된 여자적 천년으로 보는 반면, 세대주의에서는 문자적 천년으로보며, 두
번 휴거(환난 전, 환난 후)와 두번 재림(공중, 지상)을 주장한다. 인류역사 7시대 구분과 휴거와 재림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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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천년설(Post Millennialism) - 예수님이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신다고 하여 후천년설이다. 복음 전파로 온 세상이 기독교화 되
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천년 동안 통치하신다는 이론인데 세계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지지를 잃었다. 그 후 무천년
설이 각광을 받으면서 세계복음화를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세상 끝 날에 세계가 복음화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참 믿음
도 찾아보기 힘들다(눅18:8). 반대로 말세 교회는 종교화합, 종교통합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살후2:3) 음녀로 변해 간다.
4. 무천년설(Amillennialism) - 무천년설은 후천년설과 같이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으며, 현재 영적으로 천년
왕국이 진행중이라고 한다. 초대교회 이후 전천년설이 정설이었으나 3세기 경 오리겐의 영향으로 무천년설이 등장하였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모두 영적이고 상징적인 것으로 풀이하며, 실제 일어날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에게 미래의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고 역사적으로 성취하셨다. 금,은,놋,철로 된 신상의 상징이 바로 그것이었다(단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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