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시지 2

하나님의 보좌와
세계정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과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을 봄
성경: 단 4:17, 26, 34-37, 7:9-10, 10:4-21, 계 1:4-5, 4:5, 5:6

Ⅰ. 우리는 온 우주에 미치는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영적인 이상을 보아
야 한다 ― 계 4:2, 5:1, 겔 1:26.
A.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의 갈망과 영원한 경륜에 따라 자신이 원하시는 것을 수행하실
완전한 역량을 갖고 계신다 ― 계 4:11, 단 4:35, 롬 9:19-24.
B.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광경 뒤에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신다 ― 사 6:1, 왕상
22:19.
1. 세계정세와 관련된 모든 것은 보좌에서 결정된다.
2. 하나님의 보좌의 다스림을 떠나서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 욥 1:6-12, 2:1-6.
C.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행정에 관한 책으로서, 신성한 행정을 위한 하나님의 보좌를 밝혀 준다 ―
계 4:2, 5:1, 6:16, 7:9, 8:3, 21:5.
1.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보좌는 신성한 권위의 보좌이다.
2. 겉으로는 이 보좌가 보이지 않고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지만, 사실상 이 보좌가 광경 뒤에서 모
든 사람과 모든 일을 다스리고 있다.
D. 다니엘서는 세상의 모든 왕과 왕국이 하나님의 행정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단 7:9-10,
2:34-35.
1. 니므롯으로부터 시작하여 적그리스도에 이르는 모든 인간 정부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
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어 왔고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다 ― 단 7:9-12.
2.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들의 왕국을 다
스리시는 분, 자신이 원하시는 이에게 왕국을 주시는 분께서 모든 것이심을 알게 하셨다 ― 단
4:34-37.
3. 세계정세 전체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 아래 있다 ― 단 4:26.
E. 이 땅의 모든 인간 정부를 다스리는, 하늘들의 하나님에 의한 하늘들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부합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창조물의 발아를 위해 옛 창조물을 종결하시고, 인간
정부 총체를 강타해 산산이 부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단 2:37, 44, 4:17, 계 11:15.
Ⅱ. 다니엘서 10장은 세계정세 배후에 있는 영적인 광경에 대한 이상을 제시해 준다.
A. 영적인 세계에서 그리스도는 으뜸이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10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가장 먼저 언
급되신다 ― 단 10:4-9.
1. 하나님의 움직임의 중심과 전부이신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니엘에게 한 사람으로 나타나셨
는데, 이것은 다니엘에게 감상과 위로와 격려와 희망과 안정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2.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는 보배로우시고, 소중하시며, 완전하시고, 온전하시다.
a. 사람이 되신 여호와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과
전부이시다.
b.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 ― 단 10:5.

c. 그리스도는 보배로움과 존엄함을 지니시고, 살피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빛 비추는 시선을 지
니시고, 또한 그분의 백성에게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광채를 지니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나셨
다 ― 단 10:6.
d. 그리스도는 빛나는 일과 움직임 가운데 그리고 백성을 심판하시는 강한 말씀 가운데 나타나
셨다 ― 단 10:6.
B.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영적인 광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참여한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을
둘 다 포함한다 ― 단 10:12-13, 20-21.
1. 다니엘이 기도하는 중에(단 10:2-3), 공중에서는 두 영, 곧 사탄에게 속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영 사이에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2. 우리가 광경 뒤에서 영적인 싸움, 곧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
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C. 인간 정부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광경 뒤에서 세계정세를 관할하고 계
신다 ― 단 7:10.
Ⅲ.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른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이시다 ― 계 5:6, 22:1.
A.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행정, 곧 하나님의 통치적인 활동을 집행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
셨다 ― 히 12:2, 계 3:21, 22:1, 5:6.
1.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사람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사람, 사람-하나님, 하
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분이시다 ― 행 7:56.
2.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신 후,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어 그분
의 오른편에 앉히셨고, 주 예수님을 온 우주의 주님이 되게 하셨다 ― 행 2:34-36, 빌 2:5-11.
B.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에서 하늘에 속한 행정관으로서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자격이 있으신
사자-어린양, 승리하신 구속자이시다 ― 계 5:1-14.
1. 그분은 사자로서 원수 사탄과 싸우는 분이시고, 어린양으로서 구속자이시다 ― 계 5:5-6.
2. 그리스도는 사탄의 반역과 사람의 타락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두루마리를 펼 자격이 있으시다 ― 계 5:1-7.
3. 어린양, 구속자,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분께서 지금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 전체에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신다.
4. 우리는 우주의 주님께서 사람, 하나님-사람, 사람-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겔
1:26.
C.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다 ― 계 1:5.
1. 그리스도께서 왕들의 통치자이신 것은 그분께서 땅에 있는 통치자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엡 1:20-22, 빌 2:9-11.
2. 땅에 있는 통치자들은 참된 통치자들이 아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자 모든 주인의 주님이신 그
리스도께서 참된 통치자이시다 ― 계 19:16.
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곱 영에 의해, 땅의 왕들의 통치
자로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신다 ― 계 1:4, 4:5, 5:6.
a.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은 일곱 영의 불길의 다스림 아래 있다 ― 계 1:5.
b. 세계정세와 국제 문제는 하나님의 일곱 영인 일곱 등불의 타오르는 불꽃의 다스림 아래 있
다 ― 계 4:5.
c. 우리는 하나님의 일곱 영께서 교회들과 관련해서뿐 아니라, 교회들을 위한 세계정세와 관련
해서도 보좌 앞에서 불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 계 1:4-5, 11,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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