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한계시록 소개 
토미 기븐스(Tommy Givens) 박사는 종말론적 문학의 장르가 우리의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과거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요한계시록을 

소개합니다. 
 

이 성경의 틀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요.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용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이 주는 가르침의 

대부분은 재구성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우웩" 하고 불쾌해 하지 않도록요. 

(웃음) 

 
저는 토미 기븐스(Dr. Tommy Givens) 박사입니다. 풀러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도 신약에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되는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가 묵시록 또는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신약의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이 성경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이 문학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예수님 시대부터의 

고대 세계 문학의 장르에 속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종말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오신 후의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종류의 문학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이 쓰여지고 

그리스도 교회에서 행하여진 초기 교회 시대에 이해되고 가정된 것을 망각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은 이 성경이 비전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특히 

인자로 우리에게 제시된 인물의 비전입니다. 그 인물은 다니엘서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진 메시아 예수입니다. 그 비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자 유다의 사자인 인물이 
권세를 잡게 되는 비전입니다. 이런 역설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그는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함으로써 왕 중에 왕인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보면, 세상의 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도 특별히 어린 양이 죽는 방식, 예수님이 죽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라는 드라마가 다음 세대에 펼쳐지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 사이의 갈등과 로마 제국의 침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에 의해 침략 당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그림이 대부분은 



	

	

역사에 있어서 과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루살렘의 

멸망, 로마의 압제 아래서도 여러 세대를 거쳐 예수님의 능력이 커지는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우리에게 완전히 과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현재를 

가능하게 한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물려 받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슷한 억압적인 세력 아래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정치 

권력과 경제력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위협하는 세력, 타인을 파괴할 힘에게 충성을 
맹세하도록 격려하는 세력, 자신의 필요가 전 세계 다른 사람들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척을 하는 사람들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관한 것인 동시에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의 이미지와 과거가 우리의 현재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희망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