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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Overview of the Millennial Kingdom 
천년왕국에 대한 개요

 THE MILLENNIAL KINGDOM: JESUS’ 1,000-YEAR REIGN ON EARTH    I. 
 천년왕국: 예수님의 천년 동안의 통치 

This session will give an overview of the Millennium which is a 1,000-year period in which Jesus will A. 
rule the world in righteousness. Millennium is from the Latin mille (a thousand).  
 
4I saw thrones, and they [saints] sat on them … They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for 1000 years 
…6They shall reign with Him 1000 years. (Rev. 20:4-6)  
 

이번 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의로 통치하실 천 년의 기간, 천년왕국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살

펴 볼 것이다. 천년왕국은 라틴어 밀레(천)에서 나온 단어이다. 
 
4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6천 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4-6) 

At this time the kingdom of God will be openly manifest worldwide affecting every sphere of life (political, B. 
social, agricultural, economic, spiritual, educational, law enforcement, family, media, arts, technology, 
athletics, environment, social institutions, etc.). The result will be a 1,000-year period of unprecedented 
blessing for the whole earth as Jesus establishes righteousness and prosperity, and restores the agriculture, 
atmosphere, and animal life to some of the conditions that were seen in the garden of Eden (Rev. 20:1-
6; Isa. 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Ps. 2:6-12; 110:1-7; Deut. 8; 28; Mt. 5:5; 6:10; 
17:11; 19:28; 28:19; Acts 1:6; 3:21). This period of blessing will be initiated by Jesus’ second coming.  
 

이 때 하나님의 왕국이 삶의 모든 영역에(정치적, 사회적, 농업, 경제, 영적, 교육, 법적 효용성, 가족, 미

디어, 예술, 기술, 운동, 환경, 사회적 기관들, 등등) 전세계적인 영향력을 나타낼 실 것이다.  그 결과, 예

수님께서 공의와 번영을 확립하시고 농업, 대기, 동물들의 상태를 에덴동산에서 보았던 것처럼 회복되

어 온 땅이 천년 동안 전례 없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계. 20:1-6; 사.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시. 2:6-12; 110:1-7; 신.8; 28; 마.5:5; 6:10; 17:11; 19:28; 28:19; 행1:6; 3:21). 이 축

복의 기간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시작 될 것이다. 

Jesus as King of kings will personally govern a worldwide kingdom from C. Jerusalem. 
 
17Jerusalem shall be called the Throne of the LORD, and all the nations shall be gathered to it, to the 
name of the LORD, to Jerusalem. (Jer. 3:17)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전세계적인 왕국을 직접 다스리 실 것이다. 
 
17그 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
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렘.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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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will rule in partnership with resurrected saints (Rev. 2:26-27; 3:21; 5:10; 20:4-6; 22:5; Mt. 19:28; D. 
20:21-23; 25:23; Lk. 19:17-19; 22:29-30; 1 Cor. 6:2-3; 2 Tim. 2:12; Rom. 8:17).  
 
예수께서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다스리실 것이다.( 계. 2:26-27; 3:21; 5:10; 20:4-6; 22:5; 마. 19: 28; 
20:21-23; 25:23; 눅. 19:17-19; 22:29-30; 고전. 6:2-3; 딤후. 2:12; 롬. 8:17) 

The millennial kingdom is one of the major revelations of Scripture. Jesus’ core message was that God’s E. 
kingdom was being released in a new measure on earth. The NT makes it clear the kingdom is already 
here (in a limited expression), but is not yet fully here until Jesus returns. 
 
10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t. 6:10) 
 
천년왕국은 성경에서 주요한 가르침중 하나이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새로
운 차원으로 풀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신약성경은 하나님나라가 이미 이 땅에(제한적 표현),그러나 예
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10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Daniel saw the heavenly coronation of Jesus as King over all dominions or spheres of society.  F. 
 
13One like the Son of Man [Jesus] ... came to the Ancient of Days [Father]...14To Him [Jesus] was given 
...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 27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Him. (Dan. 7:13-14, 27)  
 
다니엘은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사회의 분야에서 왕으로서 하늘의 대관식을 치루는 것을 보았다.  
 
13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 14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그에게 권세
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27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단. 7:13-14,27) 

Jesus quoted Daniel 7:27 concerning His rule over all the nations and dominions of the earth. In G. 
the Millennium, all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e saved and worship Jesus (Ps. 72:11; 102:15; 138:4; 
148:11; Isa. 62:2; Rev. 21:24) and base their national governments on God’s Word. 
 
31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 then He will sit on the Throne of His glory. 32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Mt. 25:31-32) 
 
11All kings shall fall down before Him; all nations shall serve Him. (Ps. 72:11) 
 
예수님은 다니엘 7장 27절을 이 땅의 모든 민족과 권세들을 다스리시는 것으로 인용하셨다. 천년왕국에
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을 경배 할 것이다. (시 72:11; 102:15; 138:4; 148:11; 
사62:2; 계 21:24)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국가정부의 바탕이 될 것이다. 
 
31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32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마.25:31-32) 
 
11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 72:11)   

4. 천년왕국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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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CENTERPIECE OF GOD’S PURPOSE: 
    BRINGING HEAVEN AND EARTH TOGETHER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 
 
 9Having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hidden plan] of His will ... 10that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 in Him. (Eph. 1:9-10) 
 
 9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0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 
 이라. (엡. 1:9-10) 

The centerpiece of God’s eternal purpose is for Jesus to come back to establish His kingdom over all A. 
the earth as He joins the heavenly and earthly realms together. God’s purpose has always been for His 
people to live together with Him in this way forever. This is the interpretive key to understanding the 
end times. Without this foundational revelation, confusion is inevitable.  
 
3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dwell with them… (Rev. 21:3)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영역을 함께 통일하시는 것처럼 이 땅 전

체에 그의 나라를 세우려고 다시 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이렇게 영원히 그의 백성들이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를 해석하는 핵심이다. 
 
3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계. 21:3) 

God created the universe in two distinct realms. B. Heaven speaks of the spiritual realm where God’s 
power and presence is openly manifest. Earth speaks of the physical realm where human process,  
emotions, and physical sensation reach their fullest expression. 
 
하나님이 두 가지의 구별되는 영역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늘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있는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영역을 일컫는다. 땅은 인간의 과정, 감정, 육체적인 것들이 완전히 나타나는 육적

인 영역을 일컫는다. 

Heaven is the place believers have gone for the last 2,000 years (from the cross to the second coming) C. 
as a “temporary holding place” before receiving a resurrected body. The saints do not need a resurrected 
body in heaven to relate to its spiritual environment.  
 
천국은 믿는 자들이 지난 2000년 동안(십자가사건에서부터 재림까지) 부활한 몸을 입기 전에“일시적으

로 거하는 곳”이다. 성도들이 천국의 영적 환경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부활의 몸이 필요 하지는 않다. 

We see aspects of the natural and the supernatural dimensions operating together when Jesus appeared D. 
with His resurrected body to teach the apostles for forty days (Jn. 20-21; Acts 1:3).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한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사도들을 가르쳤을 때 자연적인 영역과 초 자

연적인 영역이 함께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요. 20:-21; 행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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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cient Greek philosophy (Platonism) viewed the spirit realm as good and the material realm as bad. E. 
This philosophy continues in the Church today. It leads some to think wrongly about heaven on earth. 
If we do not think rightly of heaven on earth, we end up not thinking of heaven at all.  
 
고대 그리스 철학(플라톤 주의)은 영적인 세계를 좋은 것으로 물질적 세계는 나쁜 것으로 보았다. 이런 

철학은 오늘날 교회들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것은 하늘과 땅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이

끈다. 만약에 우리가 땅에서 천국에 대해서 올바로 생각하지 않는 다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천국에 대해 전혀 생

각하지 않을 것이다.  

In the Millennium, Jesus’ primary mandate is to prepare the earth for the Father’s coming by bringing F. 
the nations to mature righteousness (1 Cor. 15:24-28). Righteousness will be substantial in the 
Millennium then perfect afterwards on the new earth. The earth will be purged with fire at the end of 
the Millennium to fully prepare it for the Father (2 Pet. 3:10-13; Rev. 20:11).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은 나라들을 의롭게 성숙시킴으로써 아버지의 오실 날을 준비하는 

것이다. (고전. 15:24-28) 의는 천년왕국에서 실재가 될 것이고 새 땅에서 완전하게 될 것이다. 그 땅은 

아버지께 완전히 준비되기 위하여 천년왕국의 끝에는 불로 깨끗해 질 것이다. (벧후. 3:10-13; 계. 20:11)  

 

  THREE TYPES OF PEOPLE ARE ON EARTH WHEN JESUS APPEARS IN THE SKY III.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나타나실 때 이 땅의 세가지 유형의 사람들 

The A. redeemed will be raptured at the time of Jesus’ worldwide procession across the sky.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가르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때에 휴거될 것이다. 

The B. reprobate who took the mark of the Beast will be judged and then killed (some executed). At this 
time, there may be 1-3 billion of these people still alive. They will not just disappear. 
 
짐승의 표를 받은 타락한 자들은 심판을 받고 죽임을(어떤 사람들은 사형)당할 것이다. 그 후에도 여전히 

10-3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The C. resisters are the unsaved survivors of the Tribulation who refused to worship the Antichrist. These 
resisters will stand against evil governments without regard to having faith in God. Similarly, in World 
War II, the French Resistance fought the Nazis. Scripture refers to “those who are left.” They can be 
saved, then populate the millennial earth (Isa. 4:3; 10:20; 11:11; 49:6; 65:8; 66:19; Jer. 31:2; Ezek. 
20:38-42; 36:36; Amos 9:9-10; Joel 2:32; Zech. 12:14; 13:8; 14:16).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 대 환란의 때에 살아남은 구원받지 않은 저항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

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것과 관계없이 악한 정부에 맞선 싸운 자들일 것이다. 비슷하게도, 2차 서계대전 

때에 프랑스 저항자들은 나치들과 싸웠다. 성경은“남은 자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천년왕국에 살 것이다. (사. 4:3; 10:20;11:11;  49:6; 65:8; 66:19; 렘. 31:2; 겔. 20:38-42; 

암. 9: 9-10; 욜 2:32; 슥 12:14; 13: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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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THE RIGHT PERSPECTIVE ABOUT THE MILLENNIUM   IV. 
   천년왕국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져라. 

Jesus will rule the earth with theA.  natural human processes not suspended, yet significantly enhanced by 
the supernatural dimension of the Spirit.  
 
예수님은 이 땅을 인간의 활동을 중지 하지 않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차원을 강화함으로서 다스리 실 것이다. 

As Gentile believers, our most natural paradigm is to think of B. worshiping Jesus as God in the supernatural 
conditions of heaven. We emphasize Jesus’ deity as the Son of God. Whereas, the Jewish paradigm 
speaks of reigning with the Messianic King as a man in the natural conditions of the earth. They 
emphasize the Messiah’s humanity as the Son of David. The full truth is only seen when these two  
paradigms are brought together.  
 
이방신자들로서, 우리의 가장 자연적인 사고방식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초자연적인 환경에서 
예배하는 것을 생각한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로 강조한다. 반면에, 유대인들의 사고방
식은 이 땅의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한 사람이 메시아닉(구세주적) 왕으로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그들은 
메시아의 인간성을 다윗의 아들로서 강조한다. 완전한 진리는 오직 이 두 가지 생각이 함께 나타났을 때 알게 된다. 

HEAVENLY JERUSALEM AND EARTHLY JERUSALEM BROUGHT TOGETHER  V. 
 하늘의 예루살렘과 땅의 예루살렘은 함께 나타났다. 

When the New Jerusalem comes to earth, then heaven is literally on earth. Heaven and earth come A. 
together as the New Jerusalem descends to the millennial Jerusalem. The New Jerusalem is the place 
where resurrected saints will live. The earth will continue forever (Ps. 37:29; 78:69; 104:5; 105:10-11; 
125:1-2; 1 Chr. 23:25; 28:8; Isa. 60:21; Ezek. 37:25; Joel 3:20). 
 
12The New Jerusalem, which comes down out of heaven from My God. (Rev. 3:12)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할 때, 하늘은 말 그대로 지구에 있다. 하늘과 땅은 새 예루살렘이 천년의 예
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함께 온다. 새 예루살렘은 부활한 성도들이 살 곳이다. 이 땅은 영원히 계속 
될 것이다. (시 37:29; 78:69; 104:5; 105:10-11; 125:1-2; 대상 23:25; 28:8; 사60:21 겔 37:25; 욜 3:20) 
 
 12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계 3:12) 

The New Jerusalem will descend and connect to earthly Jerusalem, creating a vast “governmental complex”  B. 
(Ps. 48). It is referred to as Jesus’ throne of glory (Mt. 19:28; 25:31).  
 
2The joy of the whole earth, is Mount Zion ... the city of the great King ... 4Kings assembled, they 
passed by ... 5 They saw it ... they marveled; they were troubled, they hastened away. (Ps. 48:2-5) 
 
새 예루살렘은 광대한“정부적인 형체”를 만들면서 내려올 것이고  지구적인 예루살렘과 연결 될 것이
다.(시.48) 그것은 예수님의 영광의 보좌로서 언급되었다.(마 19:28; 25:31) 
 
2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여 큰왕의 성…온산이 그러하도다… 4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5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시 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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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C. four reasons that we believe the New Jerusalem is close to millennial Jerusalem and accessible 
to it, yet without being on it. First, the dimensions of the New Jerusalem prohibit it from being physically 
on earth: millennial Jerusalem is about 10 square miles (Ezek. 48:30-35), whereas the New Jerusalem is 
1,380 square miles (Rev. 21:16). However, Scripture shows that the people on earth are able to access 
the New Jerusalem. Second, the kings of the earth come into the New Jerusalem during the Millennium 
(Rev. 21:24-26). Third, the healing leaves in the New Jerusalem are for the millennial nations that need 
healing (Rev. 22:2). Fourth, angels guard the entrance to the New Jerusalem to keep sinners out as in 
Gen. 3:22-24 (Rev. 21:12). Note: Ten miles = 4,500 rods x 4,500 rods (a rod is approx. 10.5 feet; Ezek. 
48:30-35; 45:6; 48:15-19).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 천년 예루살렘과 가깝고 더 근접 하다고 믿는 4가지 이유(yet~이하), 첫 번째, 새 

예루살렘의 길이가 땅에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 천년 예루살렘은 약 평방10마일 거리

이다 (겔 48:30-35). 그에 반해  예루살렘은 약 평방1380마일의 거리이다(계 21:16). 그러나 성경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둘째로, 이 땅의 왕들은 천년 동안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계 21:24-26). 셋째로, 새 예루살렘의 치유의 입사귀는 치유가 필요한 열방들을 위한 것이다. 

(계 22:2) 넷째로, 천사들이 새 예루살렘의문을 창세기 3장 22-24절에서 처럼 죄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

록 지키고 있다. (계 21:12) 참고노트: 10 마일= 4, 500 야드 X 4,500 야드( 한 야드는 약 10.5 피트; 겔 

48: 30-35; 45:6; 48:15-19) 

 

  THE NATURAL PROCESSES OF LIFE WILL CONTINUE ON EARTH FOR 1,000 YEARS VI. 
   삶의 자연적인 과정이 1000년 동안에도 이 땅에서 지속될 것이다. 

Jesus will rule the millennial earth that will have both natural and supernatural dimensions. The length A. 
of life will be restored to what it was in Noah’s time. Those who live to be only 100 will be thought to 
have lived a short life. It will be common for people to live to be 500 years old. 
  
20No more shall an infant from there live but a few days, nor an old man who has not fulfilled his 
days; for the child shall die 100 years old  ... 21They shall build houses and inhabit them; they shall 
plant vineyards 22... For as the days of a tree, so shall be the days of My people ... 25The wolf and the 
lamb shall feed together,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Isa. 65:20-25)  
 

예수님은 천년의 세상을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차원에서 다스리 실 것이다. 삶의 수명은 노아의 

때에 살았던 거처럼 회복 될 것이다. 백년을 산 사람들은 짧은 삶을 산 것 처럼 여겨질 것이다. 사람들

이 오백살까지 사는 것은 보통이 될 것이다. 
 
20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
라 하겠고 21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22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23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
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25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사 6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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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imosity between animals with each other and with humans will be removed (Rom. 8:20-21). B. 
 
6The wolf also shall dwell with the lamb ... the calf and the young lion and the fat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7The cow and the bear shall graze; their young ones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8The nursing child shall play by the cobra’s hole ...  
9They shall not hurt n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Isa. 11:6-9) 
 
동물과 동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나움이 사라질 것이다. (롬 8:20-21) 
 
6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
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
니라  (사 11:6-9) 

The natural processes of life will continue in establishing the infrastructure for every sphere of life in C. 
every city and village throughout the earth. This infrastructure will include replacing the governmental 
leaders from the Antichrist’s worldwide government with new people at every level of public life in every 
city. This infrastructure will include life support systems (food, water, electricity), building projects 
(buildings, highways, bridges, etc.), economic systems (currencies, banking, investments, etc.), spiritual 
life (worship centers, Bible schools, etc.), education (from elementary to university levels), law enforcement; 
agriculture (equipment, distribution), media and arts, technology, environment, social institutions, etc.  
 
삶의 자연적인 과정들은 이 땅 전역의 모든 도시와 마을에 있는 모든 영역의 삶에 기본적인 시설이 계속

적으로 세워 질 것이다. 이 구조는 모든 도시에 공공의 삶의 모든 수준에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 적그리

스도의 전세계적인 정부에서 정부의 리더들이 바뀌는 것을 포함한다. 이 구조는 삶의 기초 구조 (음식, 

물, 전기), 건설 계획(빌딩, 고속도로, 다리 등등), 경제 시스템( 화폐, 은행, 투자 등등), 영적인 삶(예배 

센터, 성경학교 등등), 교육(초등에서 대학과정의 수준), 법 시행 기관; 농업(장비, 분배), 미디어와 예술, 

기술, 환경, 사회 기구 등등. 

Jesus’ government will D. progressively spread to all nations (Isa. 9:7). It will take 1,000 years for righteousness 
to progressively spread, mature, and be tested in every area of every nation. nation. 
 
예수님의 정부는 모든 나라들에게 단계적으로 확장될 것이다.(사 9:7) 하나님의 공의가 모든 나라의 모든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성숙되고, 온전히 설립되는데 천년이 걸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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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INTS WILL RULE WITH JESUS AS KINGS AND PRIESTS  VII.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The two functions most emphasized for the saints are A. priests and kings (Rev. 1:6; 5:10; 20:6). 
 
10Have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our God ... we shall reign on the earth. (Rev. 5:10) 
 
성도들에 대한 두 가지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들과 왕들이다.(계 1:6; 5:10; 20:6) 
 
10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10) 

As priestsB. , resurrected saints will worship, intercede, and communicate the knowledge of God to 
others (non-resurrected people on the millennial earth plus the saints in the New Jerusalem). The primary 
government of the millennial earth will come forth from continual intercession.  
 
제사장들로서, 부활한 성도들은 예배할 것이며, 중보기도 할 것이고, 다른사람들에게(천년왕국에서 

부활의 몸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새 예루살렘안에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칠 것이다.  

천년 세상의 주요 정부는 지속적인 중보기도로부터 기초 될 것이다. 

As kingsC. , resurrected saints will evaluate the past, determine future action plans, and appoint people 
who serve in the infrastructure under their authority. This will include training and managing the 
people they appoint. Our personality will come forth in the decisions we make.  
 
2Do you not know that the saints will judge the world? … the world will be judged by you…  
3Do you not know that we shall judge [evaluate] angels? (1 Cor. 6:2-3) 
 
왕들로서, 부활한 성도들은 과거를 심판 할 것이고, 미래 활동계획을 결정하며, 그들의 권세아래 있는  

조직을 섬기는 사람들을 임명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임명한 사람들을 훈련하고 다루는 것을 포함한다. 
 
2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
하지 못하겠느냐 3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고전 6:2-3) 

The saints will occupy the D. highest position of government in the Spirit on the millennial earth. This will 
be parallel to the relationship of angels in the government of the nations in this age. Saints in the 
Millennium will rule the angels who now serve them (1 Cor. 6:3; Heb. 1:14). 
 
성도들은 천년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정부의 가장 높은 위치를 맡게 될 것이다. 성도들의 위치는 이  

시대에 천사들이 열방을 향한 권세를 갖는 것과 동등한 차원에 이를 것이다. 천년 왕국에서 성도들은  

그들을 섬기는 천사들을 다스릴 것이다(고전 6:3; 히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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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al authority in the spirit is now carried out by angels who have charge over cities. E. 
 
1Then He called out … “Let those [angels] who have charge over the city draw near, each with a 
deadly weapon in his hand.” 2Suddenly six men [angels] came from the direction ... which faces 
north, each with his battle-ax in his hand. (Ezek. 9:1-2) 
 

 영적인 통치 권세는 지금 도시들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들에 의해 수행되어 진다. 
 
 1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2내가 보니 여섯 사람이 북향한 윗 문 길로부터 오는데…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겔 9:1-2) 

JESUS WILL BE THE KING OVER ALL OTHER KINGS IN THE MILLENNIUM VIII. 
   예수님은 천년왕국에서 모든 왕들의 왕이 될 것이다.  
 
  16He has ...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Rev. 19:16) 
 
  16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계. 19:16) 

In the Millennium, all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e saved, worship Jesus, and base their national A. 
governments on the Scripture (Ps. 72:11; 102:15; 138:4; 148:11; Isa. 62:2; Rev. 21:24).  
 
11Yes, all kings shall fall down before Him; all nations shall serve Him. (Ps. 72:11) 
 
천년왕국에서, 이 땅의 모든 왕들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들의 정부를 성경에 바탕을 둘 것이다. 

(시 72: 11; 102:15; 138:4; 148:11; 사 62:2; 계 21:24) 

 
11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시 72:11) 

Jesus will rule a worldwide kingdom in partnership with two types of kings: B. kings of the earth 
(non-resurrected bodies) and resurrected kings (saints with resurrected bodies). Together they will 
establish a godly social order that will transform every sphere of life in the Millennium.  
 
4Jesus Christ, the faithful witness ... ruler over the kings of the earth [non-resurrected bodies].  
To Him who loved us ... 6and made us [resurrected saints] kings and priests to God. (Rev. 1:5-6) 
 
예수님은 두 가지 형태의 왕들과 함께 전세계를 다스리 실 것이다: 이 땅의 왕들(부활하지 않은 몸들)과 

부활한 왕들(부활한 몸의 성도들). 그들은 함께 천년왕국에서 모든 삶의 영역을 변화시킬 거룩한 사회 질

서를 세울 것이다. 
 
4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우리를 사랑하사 
6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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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reigns now at God’s right hand over the kings of the earth. Currently, His leadership over the kings of C. 
the earth is restrained. However, in the Millennium it will be fully manifest.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이 땅의 왕들을 다스리신다. 현재, 세상의 왕들 위에 계신 그분은 

리더십 (영향력)을  자제하고 계신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는 그분의 리더십(영향력)이 완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Saints with resurrected bodies will be made kings and/or rulers over different spheres of life (Mt. 19:28; D. 
20:21-23; 25:23; Lk. 19:17-19; 22:29-30; 1 Cor. 6:2-3; 2 Tim. 2:12; Rom. 8:17). 
 
10Have made us kings and priests to our God; and we shall reign on the earth. (Rev. 5:10)  
 
부활한 몸을 가진 성도들은 왕들이  될 것이고 삶의 다른 영역들을 다스릴 것이다. (마 19:28; 20:21-

23; 눅 19:17-19; 22:29-30; 고전 6:2-3; 딤 2:12; 롬 8:17). 
 
10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계 5:10) 
 

 IX. THE RESURRECTED SAINTS IN PARTNERSHIP WITH THE KINGS OF THE EARTH 
  세상의 왕들과 함께 다스리는 부활한 성도들 

Jesus will establish infrastructure in partnership with resurrected saints who will oversee those with  A. 
non-resurrected bodies. The saints (resurrected) will have a dynamic role in training “resisters” (with 
non-resurrected bodies) who become born again after Jesus’ return to earth.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진 사람들을 감독하는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체계를 세우실 것이다. 성

도들(부활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 후 구원받게 되는“저항자들”(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진) 을 

훈련시키는 데 역동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The necessary infrastructure to govern each sphere of life will gradually increase in capacity, quality, and B. 
size as the leaders grow in wisdom and skill development. 
 
7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order it and establish it with judgment and justice from that time forward, 
even forever.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perform this. (Isa. 9:7)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필요한 기본구조가 리더들이 지혜와 실력이 자라는것과 비례해서 능력과 질, 

크기 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이다. 
 
7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
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 (사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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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aints, as well as leaders with non-resurrected bodies, will need to learn and then apply what they C. 
learned. Jesus, with His saints, will be involved in training the non-resurrected leaders of the nations 
in God’s ways. As wisdom is gained and applied, society will progressively improve. Together they will 
establish training institutions that all nations may systematically learn Jesus’ ways (political, economic, 
spiritual, educational, agricultural, family, media, technology, etc.).  
 
3Many people shall come and say, “Come, and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cob; He [Jesus] will teach us His ways, and we shall walk in His paths.” Out of 
Zion shall go forth the law ...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Isa. 2:3)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진 리더들 뿐 아니라 성도들은 배우고 그들이 배운 것을 적용할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라들의 부활하지 않은 몸을 가진 리더들을 훈련시키는데 참여 할 
것이다. 지혜가 얻어지고 적용되는 것처럼 사회는 진보적으로 향상 될 것이다. 그들이 함께 모든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 (정치적, 경제적, 영적, 교육적, 농업, 가족, 미디어, 기술 등등)가운데 조직적으로 배우
는 훈련기관들을 설립할 것이다. 
 
3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
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사 2:3) 

Those who reign with Jesus will be involved in this process of healing the millennial nations.  D. 
 
2Tree of life ... the leaves of the Tree we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Rev. 22:2)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들은 천년의 나라들을 치유하는 과정에 참여할 것이다. 
 
2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계 2:3) 

The resurrected saints in partnership with the kings of the earth will work together to fully E. restore the 
cities of the earth that are destroyed in the Tribulation. The saints will oversee what is rebuilt by labor 
(Isa. 62:8-9; 65:21-23; Jer. 31:5; Ezek. 48:18-19). 
 
4They shall repair the ruined cities, the desolations of many generations.(Isa. 61:4) 
 
36Then the nations which are left all around you shall know that I, the LORD, have rebuilt the  
ruined places and planted what was desolate. (Ezek. 36:36)  
 
이 땅에 왕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진 부활한 성도들은 대환란 때 파괴되어진 이 땅의 도시들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일 할 것이다. 성도들은 노동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을 감독할 것이다.(사 62: 8-9; 
65:21-23; 렘 31:5; 겔 48:18-19) 
 
4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
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사 61:4) 
 
36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
였으니 이루리라 (겔 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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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rrected saints in partnership with the leaders of earth will F. bring the gospel to those needing 
salvation. The lost will not be instantly and automatically converted at the moment of the second 
coming, neither will the children born in the Millennium. It will take time and effort to convert 
individuals and then to disciple nations. 
 
18I will gather all nations ... and they shall come and see My glory 19... Among them who escape  
I will send to the nations ... who have not heard My fame nor seen My glory. And they shall 
declare My glory among the Gentiles. 20Then they shall bring all your brethren for an offering to 
the LORD out of all nations ... says the LORD. (Isa. 66:18-20) 
 
이 땅의 리더들과 함께 파트너십을 가진 부활한 성도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올 것이다. 

잃어버린 자들은 재림의 때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구원받거나 성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천년

왕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도 동일할 것이다. 개인이 바뀌고 나라들을 제자화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 할 것이다.  
 
18내가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 이며  19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
한 자를…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라에 전파
하리라. 20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뭇 나라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사 66:18-20) 

The resurrected saints with the kings of the earth will work together to re-establish G. businesses to generate 
financial resources (Isa. 60:1-14). Israel will be prosperous in the Millennium (Isa. 4:1; 35:1-2; 30:23-
25; 62:8-9; 60:1-14; 65:21-23).  
 

이 땅의 왕들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 재정적인 자원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함께 

일할 것이다. (사 60:1-14)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번영할 것이다.(사 4:1; 35:1-2; 30:23-25; 62:8-9; 

60:1-14;  65:21-23) 

The saints will oversee the work necessary to restore God’s order to the H. agriculture, atmosphere, and 
animal life (Rev. 20:1-6; Isa. 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Ps. 2:6-12; 110:1-7; 
Deut. 8; 28; Mt. 5:5; 6:10; 17:11; 19:28; 28:19; Acts 1:6; 3:21).  
 
성도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농업, 대기, 생태계에 회복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감독할 것이다. (계 

20:1-6; 사 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시 2:6-12; 110:1-7; 신 8; 28; 마 5:5; 

6:10; 17:11; 19:28; 28:19; 행 1:6; 3:21) 

The saints will oversee the work required to I. restore justice over all spheres of life (Isa. 9:7; 11:3-5; 10:22; 
28:17; 32:16; 42:1-4). They will oversee the establishing of judges and governors (Jer. 30:21; Isa. 24:23, 
32:1; Ezek. 45:8-9; Mt. 19:28; Lk. 19:12-27; 22:30). They will oversee the establishment of a world 
government under Jesus (Zech. 14:9; Ezek. 37:13-28, Rev. 19:16).  
 
1A King [Jesus] will reign in righteousness, and princes will rule with justice. (Isa. 32:1) 
 
8My princes [in the Millennium] shall no more oppress My people… (Ezek. 45:8) 
 
 

4. 천년왕국에 대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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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들은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감독할 것이다.( 사 9:7; 11:3-5; 

10:22; 28:17; 32:16; 42:1-4) 그들은 재판관과 통치자를 세우는 것을 감독 할 것이다. (렘 30:21; 사 

24:23 32:1; 겔 45: 8-9; 마 19:28; 눅 19: 12-17; 22:30) 그들은 예수님 통치 아래 세계의 정부를 

세우는 것을 감독할 것이다. (슥14:9; 겔 37:13-28 계 19:16) 
 
1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사 32:1) 
 
8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겔 45:8) 

In the millennial kingdom, sin will be committed by those with non-resurrected bodies and, therefore, J. 
sin will be punished. Sin and even false prophets will continue in the Millennium. They will be punished 
(Ps. 2:9, 72:9-11; Isa. 11:4; 66:20, 24; Zech. 13:2-4; 14:16-19).  
 
3It shall come to pass that if anyone still prophesies, then his father and mother … will say to him, 
“You shall not live, because you have spoken lies in the name of the LORD.” (Zech. 13:3) 
  
천년왕국에서, 죄는 부활의 몸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 질 것이고 죄는 처벌을 받을 것이다. 

죄와  거짓 선지자들은 천년왕국에서 계속 있을 것이다. 그들은 처벌을 받을 것이다.(시 2:9; 72:9-11; 사 

11:4 ; 66: 20, 24; 슥 13:2-4; 14:16-19) 
 
3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슥 1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