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대체 재림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Whatever Happened to the Second Coming?   

 

잔 위트블릿(John D. Witvliet)은 미시간주 그랜 래피즈에 소재한 칼빈 기독교 예배 연구소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의 소장이다.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환영하려고 준비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 더 

근본적으로 -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Q. 수년 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하고 재림 찬양을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A. 한두 세대 전에는 재림이 예배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복음적인 찬송가에는 재림 찬송이 

가득했습니다. 재림 찬송곡들 중 몇 곡은 회중들에게 인기도 있었구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Heidelberg Catechism)을 따르는 개혁교회 회중들은 사도 신경의 한 줄씩 

풀이하는 설교를 듣곤 했습니다.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문장을 

포함해서 말이죠. 공동 성구집(lectionary)을 따르는 교회들은 주로 대강절 첫 주일에 재림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런 유형들에도 불구하고, 본 재림 주제를 정기적으로 다루는 것은 감소 추세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최신 블로그와 서적과 논문이 지적하듯, 우리는 과거나 미래에 대하여 

인내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삶은 온통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로 환원되어 버렸습니다. 

그럴만한 이유들은 많다고 봅니다. 

혹자는 과거에 만연했던 재림 강조에 반대하는 과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한 세대 전에는 

거의 모든 예배마다 재림에 초점을 맞춘 곳도 있었습니다. 종종 문화 속의 생활, 즉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현재 역사를 경시하는 태도도 동반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 “내세 

천국의 복(pie in the sky by and by)” 신학에 대하여 반발하여 현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의 진가를 회복시켰습니다. — 그러나 그 반동의 정도가 너무 지나친 것 

같습니다.  

혹자에게는 이러한 현제 시제에 초점을 두는 것은 단지 삶이 편안하다는 징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교외의 부유층 지역에서 현저한 경향입니다. 삶이 편안해질 때, 우리는 

“심판의 날, 경이의 날(Day of Judgment, Day of Wonders)”을 노래하기 보다는 유쾌한 

음악회를 즐기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빈곤과 불의가 편만한 곳에서는 “주님의 

날”이야말로 모두가 소원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예수님의 재림을 경시하는 것은 과거 세대에 영향을 미쳤던 특정 

예배신학의 부산물입니다. 만약 교인들을 충만함에서 친밀감으로 인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고 있는 예배팀을 인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십중팔구 “주님, 사랑해요”라는 노래를 

선택할 것이고, “심판의 날, 경이의 날”을 선택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이 성전-

유래적(temple-derived) 모형은 도처에서 하나님에 관한 현재 시제 예배찬양을 양산해 

냈습니다. 이 곡들이 예수님의 재림 찬송들을 대치했습니다; 아마 그럴 의도로 하지는 

않았겠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찬양하지 말자.”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재림 찬양을 대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재림을 소홀히 여기는 이유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의 의미 또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성경의 고통과 심판에 대한 생각에 대하여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단순하게 

차라리 다른 주제들에 대하여 설교하고 찬양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재림 의식의 부재는 큰 손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의 도래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반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의 심판이 악을 처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방법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성경은 재림을 만사를 제쳐두고 기다려야 할 

날이라고 기술함으로써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닌 영화로운 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대강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르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입니다.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는 기간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 더 우선적으로 -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회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메시야의 오심을 고대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대강절을 준비할 때, 설교는 물론이요 (잠재적으로) 예배의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강조할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알려 드립니다: 

● 예배 음악을 선곡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관한 찬양들을 

포함시키십시오. (주의: 예배를 기획할 때 찬송가를 사용한다면, 종종 찬송가의 

“대강절”  섹션과 “재림” 섹션에 훌륭한 재림찬양이 있으므로, 그러니 두 군데를 다 

살펴봐야 합니다!) 

● 고백의 기도를 그날에 대한 기대와 기다림이 부족한 우리의—조급함과 무관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 모습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 중보 기도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세상의 끔찍한 폭력과 고통과 불의에 대항하는 심오한 소망을 담아 기도하십시오. 

● 성만찬을 꼭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만찬을 기념할 때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바라봅니다. 성찬식은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좋은 

찬송가의 성찬식 섹션에는 좋은 재림 찬양곡들이 들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강절 설교가 예수님의 초림에 집중된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렇게 강권합니다. 이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하여 예수님의 재림에 관하여 보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재림 영성”의 회복은 찬양 몇 곡이나 한두 번의 기도를 선택하는 것 이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재림 준비로 형성되는 삶의 방식”(Advent-shaped 

way of life)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러한 선택을 우선으로 삼고 

짤막한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기뻐하며 

어둠의 역사를 부인하고 

거룩한 삶에 자원하며 헌신합니다. 

우리는  

기쁜 순종을 위해 해방된 
언약의 협력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 안에서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립니다 

우리는  

조급함을 누그러뜨리고 
불의의 종말을 고대하면서 

주님의 날을 고대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둠 가운데 빛나고 있는  

그 빛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을 채울 것을  

확신합니다 

오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세상은 주님께 속해 있나이다.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 제 6 항  
 

Q&A 

Whatever	  Happened	  to	  the	  Second	  Coming?	  
John	  D.	  Witvliet	  is	  director	  of	  the	  Calvin	  Institute	  of	  Christian	  Worship	  in	  Grand	  Rapids,	  
Michigan.	  



“Advent	  is	  not	  only	  about	  our	  preparation	  to	  celebrate	  Jesus’	  first	  coming,	  but	  also—even	  
primarily—about	  how	  we	  prepare	  for	  Jesus’	  second	  coming.”	  

	  
	  
Q.	  It	  has	  been	  years	  since	  I’ve	  heard	  a	  sermon	  or	  sung	  a	  song	  about	  Jesus’	  second	  
coming.	  Why?	  How	  do	  we	  recover	  that?	  	  

A.	  A	  generation	  or	  two	  ago,	  the	  second	  coming	  was	  a	  key	  theme	  in	  worship.	  Evangelical	  
hymnals	  had	  a	  full	  section	  of	  second	  coming	  hymns,	  many	  of	  which	  were	  congregational	  
favorites.	  Reformed	  congregations	  that	  followed	  the	  Heidelberg	  Catechism	  heard	  sermons	  
on	  every	  line	  in	  the	  Apostles’	  Creed,	  including	  the	  line	  “he	  shall	  come	  again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Churches	  that	  follow	  a	  common	  lectionary	  encountered	  second	  
coming	  texts	  usually	  on	  the	  first	  Sunday	  of	  Advent.	  	  

In	  spite	  of	  these	  patterns,	  regular	  encounters	  with	  this	  theme	  may	  well	  be	  diminishing.	  As	  
several	  recent	  blogs,	  books,	  and	  articles	  have	  noted,	  we	  seem	  to	  have	  little	  patience	  with	  
the	  past	  or	  the	  future.	  Life	  has	  become	  all	  about	  the	  here	  and	  now.	  There	  are	  likely	  many	  
reasons	  for	  this.	  	  

Some	  may	  be	  overreacting	  to	  the	  past’s	  pervasive	  emphasis	  on	  the	  second	  coming.	  In	  some	  
places	  a	  generation	  ago,	  nearly	  every	  service	  had	  some	  focus	  on	  the	  second	  coming.	  Often	  
this	  was	  paired	  with	  a	  depreciation	  of	  life	  in	  culture,	  of	  God’s	  transforming	  work	  in	  the	  
world	  today.	  So	  some	  have	  reacted	  against	  this	  “pie	  in	  the	  sky	  by	  and	  by”	  theology	  and	  
regained	  an	  appreciation	  of	  God’s	  transformative	  work	  in	  the	  world	  today—but	  perhaps	  
have	  taken	  their	  reaction	  too	  far.	  	  

For	  some,	  this	  focus	  on	  the	  present	  tense	  may	  simply	  be	  a	  sign	  that	  life	  is	  comfortable—a	  
noticeable	  tendency	  in	  wealthier	  suburban	  communicates.	  When	  life	  is	  comfortable,	  we’d	  
rather	  put	  on	  feel-‐good	  musicals	  than	  sing	  “Day	  of	  Judgment,	  Day	  of	  Wonders.”	  But	  in	  
places	  of	  pervasive	  poverty	  or	  injustice,	  the	  “Day	  of	  the	  Lord”	  is	  such	  good	  news	  that	  we	  
wouldn’t	  want	  to	  live	  without	  it.	  	  

For	  others,	  the	  de-‐emphasis	  on	  Jesus’	  second	  coming	  is	  a	  byproduct	  of	  certain	  theologies	  of	  
worship	  that	  have	  been	  influential	  in	  the	  past	  generation.	  If	  you	  are	  leading	  a	  worship	  team	  
whose	  primary	  goal	  is	  leading	  people	  on	  a	  journey	  from	  exuberance	  to	  intimacy,	  then	  there	  
are	  many	  	  reasons	  to	  choose	  songs	  like	  “I	  Love	  You,	  Lord”	  and	  not	  many	  to	  choose	  “Day	  of	  
Judgment,	  Day	  of	  Wonders.”	  This	  temple-‐derived	  model	  has	  generated	  thousands	  of	  
present-‐tense	  songs	  of	  worship	  about	  God	  in	  the	  here	  and	  now.	  These	  have	  displaced	  songs	  
about	  Jesus’	  second	  coming;	  probably	  unintentionally.	  I	  doubt	  that	  many	  people	  actually	  
say,	  “Let’s	  not	  sing	  about	  Jesus’	  second	  coming.”	  But	  it	  is	  a	  displacement	  nevertheless.	  	  



For	  still	  others,	  this	  deemphasis	  is	  the	  result	  of	  confusion	  about	  what	  it	  really	  means	  to	  
wait	  for	  the	  Lord,	  or	  how	  to	  think	  about	  all	  the	  pain	  and	  judgment	  found	  in	  texts	  about	  
Jesus’	  second	  coming.	  It’s	  simply	  easier	  to	  preach	  and	  sing	  about	  other	  themes.	  	  

But	  this	  absence	  of	  second	  coming	  awareness	  is	  a	  big	  loss.	  Scripture	  commands	  us	  
repeatedly	  to	  prepare	  for	  the	  coming	  of	  the	  day	  of	  the	  Lord.	  It	  tells	  us	  that	  the	  judgment	  of	  
this	  day	  is	  God’s	  just	  way	  of	  dealing	  with	  evil.	  And	  it	  tells	  us	  of	  the	  glorious	  nature	  of	  
Christ’s	  return,	  describing	  it	  as	  a	  day	  we	  should	  long	  for	  above	  all	  others.	  	  

Advent	  is	  the	  perfect	  time	  to	  address	  this	  problem.	  Advent	  is	  not	  only	  about	  our	  
preparation	  to	  celebrate	  Jesus’	  first	  coming,	  but	  also—even	  primarily—about	  how	  we	  
prepare	  for	  Jesus’	  second	  coming.	  Just	  as	  ancient	  Israel	  longed	  for	  the	  Messiah,	  so	  we	  long	  
for	  Jesus’	  return.	  	  

As	  you	  plan	  for	  Advent,	  think	  about	  ways	  to	  include	  this	  emphasis	  in	  (potentially)	  every	  
part	  of	  a	  worship	  service,	  well	  beyond	  the	  sermon.	  Here	  are	  some	  ideas:	  

● Be	  sure	  your	  music	  selection	  includes	  songs	  about	  Jesus’	  first	  coming	  and	  his	  second	  
coming.	  (Note:	  if	  you	  use	  a	  hymnal	  to	  plan	  worship,	  there	  are	  often	  excellent	  second	  
coming	  songs	  in	  both	  “Advent”	  and	  in	  “Second	  Coming”	  sections	  of	  the	  book—you	  
have	  two	  places	  to	  look!)	  

● Focus	  prayers	  of	  confession	  of	  our	  lack	  of	  anticipation	  or	  waiting	  for	  that	  day—our	  
oscillation	  between	  impatience	  and	  indifference.	  	  

● Focus	  prayers	  of	  intercession	  on	  praying	  “Maranatha!	  Come,	  Lord	  Jesus,”	  praying	  
this	  as	  a	  deeply	  hopeful	  response	  to	  the	  terrible	  violence,	  pain,	  and	  injustice	  in	  our	  
world.	  

● Don’t	  forget	  the	  Lord’s	  Supper.	  We	  celebrate	  the	  Lord’s	  Supper	  not	  only	  looking	  to	  
the	  past,	  but	  also	  to	  the	  future.	  It’s	  a	  foretaste	  of	  the	  wedding	  feast	  of	  the	  Lamb.	  (The	  
Lord’s	  Supper	  section	  of	  a	  good	  hymnal	  will	  also	  have	  good	  second	  coming	  songs)!	  

For	  those	  of	  you	  in	  churches	  where	  Advent	  sermons	  will	  focus	  on	  Jesus’	  first	  coming,	  I	  
would	  still	  urge	  you	  to	  prioritize	  adding	  a	  complementary	  focus	  on	  Jesus’	  second	  coming	  in	  
all	  these	  ways.	  	  

Ultimately,	  a	  recovery	  of	  “second	  coming	  spirituality”	  will	  require	  more	  than	  just	  a	  few	  
song	  choices	  or	  prayers.	  What	  we	  are	  after	  is	  an	  “Advent-‐shaped	  way	  of	  life.”	  But	  
prioritizing	  these	  choices,	  along	  with	  brief	  words	  of	  explanation,	  whenever	  we	  have	  
opportunity,	  is	  a	  good	  place	  to	  start.	  	  

	  
We	  rejoice	  in	  the	  goodness	  of	  God,	  
renounce	  the	  works	  of	  darkness,	  
and	  dedicate	  ourselves	  to	  holy	  living.	  



As	  covenant	  partners,	  
set	  free	  for	  joyful	  obedience,	  
we	  offer	  our	  hearts	  and	  lives	  
to	  do	  God’s	  work	  in	  the	  world.	  
With	  tempered	  impatience,	  
eager	  to	  see	  injustice	  ended,	  
we	  expect	  the	  Day	  of	  the	  Lord.	  
We	  are	  confident	  
that	  the	  light	  
which	  shines	  in	  the	  present	  darkness	  
will	  fill	  the	  earth	  
when	  Christ	  appears.	  
Come,	  Lord	  Jesus.	  
Our	  world	  belongs	  to	  you.	  

—“Our	  World	  Belongs	  to	  God,”	  paragraph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