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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강해 10 

천상예배 

요한계시록� 4:1-11

수요기도와�찬양,� 2020년� 11월� 18일

1. 계시록 가장 중요한 핵심이 4-5장

a.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사역이 전체 주제

b. 4장은 역사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군지 보여준다

2. 진정한 예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a. 예배 회복이 절실한 시대

b. 장소 문제 넘어 자세의 문제

하늘이 열리는 체험에 들어간 요한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1. 이 일 후에

a. 소아시아 일곱교회 계시 직후 시기보다

b. 새로운 환상 이야기 전환을 나타내는 표현

2. 하늘에 열린 문

a. 하나님의 영광스런 처소를 상징

b. 하나님의 계시가 하늘에서 임한 것 강조

3. 이리로 올라오라

a. 세상의 상황에서 벗어나 하늘의 소리에 집중하라는 초청

b. 말씀에 전심으로 귀를 기울일 것을 초청하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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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땅히 일어날 일들

a. 역사의 주인이 로마의 권세가 아니라 천상의 하나님 보좌에서 

나온다는 것 보여줌

b. 역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끌어가는 이야기

천국의 하나님 모습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1.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a. 엔 프뉴마티, 성령 안에서, 요한의 새로워진 상태

b. 3장까지 하나님 계시를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 강조

2.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

a. 계시록 4-5장에 보좌가 17번 등장

b. 영광과 심판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 묘사

c. 보좌에 앉으신 분은 하나님

3. 하나님의 다양한 표현

a. 벽옥: 현대 벽옥 아닌, 고대 반투명체로 묘사한 보석, 하나님의 

거룩함

b. 홍보석: 붉은 색깔의 보석, 

c. 무지개가 보좌에 둘렀다: 하나님의 언약 상기

d. 녹보석: 녹색은 생명을 상징

이십사 장로

4절,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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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야 24:23절, 그 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2. 24장로에 대한 해석

a. 구약 12지파와 신약 12사도를 더한 수로 신,구약 통틀어 구원 

받은 성도들 전체

b. 24는 완전함과 하나님 통치를 보여주는 12의 곱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

c.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것

3. 24장로에 대한 묘사

a. 흰 옷 입은 청결과 거룩함을 묘사

b. 머리에 금관은 승리의 상징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주어진 

생명의 면류관

c. 예수님의 공로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

4.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과 구원 받은 사람의 영광스런 미래

보좌로부터 나는 세 가지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1. 하나님의 일곱 영

a. 성령의 충만한 임재

2.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

a.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할 때 나타난 모습

b. 요한이 계시록에 자주 사용한 표현

c.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 묘사

3. 하나님의 일곱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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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령을 가리킴

b. 일곱 영은 완전수 7을 통해 완전하신 성령의 사역을 가리킴

c. 하나님의 성령이 피조물을 판단할 때 참여

천국의 네 생물

6-8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1. 유리 바다

a. 천국의 거룩함 상징

2. 네 생물의 모습

a. 앞뒤에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

b. 예수님처럼 신적 통찰력을 가진 존재를 상징

3. 네 생물은 특별한 의미를 상징

a. 사자: 용맹함, 용기와 위엄

b. 송아지: 충성, 헌신, 인내와 힘

c. 사람: 지혜, 지성과 영성

d. 독수리: 신속, 민첩성

e.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피조물을 상징

4. 여섯 날개

a.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신속성 상징

b. 이사야 6:2절, 스랍들을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c. 얼굴을 가린 것: 하나님의 영광 앞에 겸손

d. 발을 가린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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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날으는 것: 하나님 사명에 열심

천상 예배

8-11절,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않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 경배의 대상

a. 보좌에 앉으신 주 하나님

b. 전능하신 하나님

c.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 하나님의 영원성 

찬송

2. 경배의 모습

a. 거룩하다 세 번 외침

b. 밤낮 쉬지 않고 경배

c.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로 경배

d.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경배

3. 경배의 고백

a. 하나님이여 영광, 존귀, 권능을 받으소서

b. 주님이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니이다

c.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고 지음을 받았나이다

4. 하나님을 향한 경배

a. 거룩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b.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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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요한계시록 4장 정리

1. 천상 예배에 근거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경배하라

2.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창조주요 구속자인 하나님 한 

분이시다

3.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만물의 심판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