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가을 유평교회 주일오후성경공부 – 종말론 

세상에 대한 종말론 
 

1. 종말론에서 다루는 주요 사건들 : ________, ________, _________, ________, _________ 

 

 

2. 예언 성취의 시점(타이밍)에 대한 주요 관점 4개 

① _____주의 : 예언은 이미 초대교회 시대, 특별히 AD 70년을 전후로 성취되었다. 

② _____주의 : 예언은 역사 속에서 꾸준히 성취되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③ _____주의 : 예언은 특정 때, 사건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 그리스도인들

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교훈(원리)을 준다. 

④ _____주의 : 예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특정한 사건들을 통해 성취될 것이다. 

 

 

3. 천년왕국과 관련된 종말론의 주요 관점 3개 

① 전천년주의 

o 문자적인 천년왕국 

o 휴거 → ______ → 재림 → _________ → 심판 → 영원  

② 후천년주의 

o 천년왕국 ___ 재림 

o 하나님 나라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세상은 점점 ______ 

③ 무천년주의 

o 천년왕국은 본질적으로 ________인 의미 

o 세상은 점점 _______ 

 

 

4. 전천년주의여야 하는 이유 : 하나님께서 _______과 맺으신 언약을 _____ 있게 해석한다면, 

______가 왕으로 다스리는 ____에서 _________ 민족이 약속된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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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브라함 언약(창 12, 15, 17장)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

엘과 맺으신 언약이다. 일방적이고 ______하고 ______이 없다. 따라서 약속하신 ____, ____, 

____에 대한 복은 문자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 

 

 

6. 다윗 언약(삼하 7장; 시 89:34-37; 사 9:6-7; 렘 23:5) :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이다. 일방적이고 ______하고 ______이 없다. 따라서 약속하신 영

원한 _____과 그의 ______에 대한 예언은 문자적으로 반드시 성취된다. 

 

 

7. 새언약(렘 31:31-36; 겔 36:25-28) :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께

서 약속하신 복들을 누리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파기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새

언약을 통해 그들이 모든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 이 언약의 핵심은 새로운 _____이다. 

 

 

8. 예수님, 베드로, 바울 등 신약의 핵심 인물들도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_____을 문자 그대로 믿

었다(행 1:3, 6-7; 3:19-21, 25-26; 롬 3:3; 11:25-29). 

 

 

 

생각할 거리 

⚫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들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