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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사야 65장 17-20절)
< 메시아 왕국의 특징 >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은 어떤 왕국인가? 천년왕국은 예
수님의 강림(초림 혹은 재림)과 함께 이 땅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
라를 뜻한다. 천년 동안 다스릴 주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
해 3가지 천년설, 즉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다. 전천
년설과 후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펼쳐질 왕국’을 인정하
지만 무천년설은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펼쳐질 왕국’을 인정하지
않고 그 ‘천년왕국’이란 개념이 ‘교회시대에 펼치질 마음의 천
국’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여긴다.
목
록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어떤 차이가 있는
열
기 가?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설로서 ‘천년왕국 후 주님 재림설’로 표현하면 개념이 명쾌해진다. 전

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주님이 재림한다는 설로서 ‘천년왕국 전 주님 재림설’로 표현하면 역시 개념이 명쾌해진다. 전천
년설은 주님의 재림 후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펼쳐진다는 설이다.
천년설은 여러 성경 구절을 근거로 메시아 왕국의 실체를 표현한 다양한 학설이기에 어떤 천년설이 절대 진리라고 주장
할 수는 없다. 각 학설마다 인간의 이해력으로 ‘수긍될 수 있는 점’과 ‘수긍이 안 되는 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천년설을 받아들여서 어떤 신앙색채를 가지고 어떤 성경해석학을 취해야 할지는 자신이 결정할 문제다. 자기 주장
을 지나치게 내세워 남이 받아들이는 천년설을 정죄하는 것은 독선적인 태도다.
현재의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전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교인은 80%,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교인은 15%, 후천년설을 받
아들이는 교인은 5% 정도 있다. 후천년설은 점차 그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기에 결국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교인이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주어야 한다. 같지 않아도 평화롭게 지내는 화이부동(和而不同)의 자세가 필요하다. 명백한
불의와 도덕적 일탈이 아니면 개인이 중시하는 뜻과 길을 꺾어서까지 같아지라고 강요하지 말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존중해야 희망찬 인생과 사회가 된다.
본문에 나오는 메시아 왕국의 표현을 무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초림 후에 펼쳐질 교회시대의 마음의 천국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여기고 전천년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재림 후에 펼쳐질 천년왕국 시대에 대한 실제적인 표현’이라
고 여긴다. 특히 전천년설의 입장에서 본문의 표현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는 묘사이고 2차적으로는
재림하실 주님이 직접 다스리실 실제적인 메시아 왕국에 대한 묘사다.
< 천국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
본문의 묘사가 주님의 재림 후에 이 땅에 펼쳐질 실제적인 천국(메시야 왕국)에 대한 묘사라고 해도 그 때가 되기 전에
주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천국 가기 전에 혹은 천국이 실제로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어떻
게 천국의 삶을 현재 이뤄가며 살 수 있는가? 마음의 천국을 이루면 된다. 천국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떻게 마음의 천

국을 이루는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고 성령님이 그 마음을 다스려주셔야 한다. 예수 믿고 분노와 상처를 잘 다
스리게 된 것만 해도 큰 축복이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눈을 흘기지 말고 길을 잃게 한 사탄에게 눈을 흘기라.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말고 사탄에 대해
서만 분노하라.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때로는 분노도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분노를 다스리는 마음이다. 분노에는
노출된 분노와 감춰진 분노가 있다. 어떤 사람은 분노가 치밀면 마구 먹거나 집안을 열심히 청소하거나 하루 종일 잠잔
다. 그런 노출된 분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영혼과 마음과 의식에 상처를 입히는 감춰진 분노다. 감춰진 분노는 시간이 지
나면서 몸의 약한 곳에 병을 일으킨다.
위가 뒤틀리는 위경련, 위궤양, 숨이 막히는 천식, 말을 더듬는 것, 고혈압, 뇌일혈, 편두통, 중풍, 동맥경화증, 눈이 침침
한 것, 대장염 등은 감춰진 분노로 인해 나타나거나 악화되는 질병들이다. 더 나아가 감춰진 분노는 우울증, 의처증, 의부
증, 자폐증, 그리고 정신분열증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고 마음의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
성도들도 분노하지만 일시적이다. 참된 믿음은 감춰진 분노도 녹인다. 결국 모든 불행은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
아서 생긴다. 주님이 없으면 있는 것 같던 길도 없어지지만 주님이 함께 하면 없는 것 같던 길도 생겨난다. 결국 천국은 믿
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 때 펼쳐진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천국의 삶을 누리며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천국의 삶을 펼쳐 보임으로 이 땅의 천국을 만들어 가라.
ⓒ 이한규목사 http://www.john31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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