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GROWING IN PRAYER (PART 2)   

Session 8 Praying Before God’s Throne: The Perfection of Beauty   
제 8 장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의 기도:  아름다움의 완성 

I. INTRODUCTION  
도입 

A. When we pray we actually come before God’s throne—a real throne, with a real Person sitting on it. What an 
amazing privilege, that humans can approach the throne of the eternal One to ask for help!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보좌, 즉 실제적인 한 분이 앉아계시는 실제적인 보좌 앞에 
나가게 된다.  인간이 영원하신 한 분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 
16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 4:16, NIV).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B. We are strengthened in our prayer lives by learning about the One to whom we pray. This includes the place 
where He dwells and the majestic scene that surrounds Him because it reveals His beauty in a unique way. 
When we understand the kind of God He is, our relationship with Him deepens and the way that we pray 
changes; prayer becomes more enjoyable, and thus is sustainable. 

우리의 기도의 삶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 대해 배움으로 강건해지게 된다. 이는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 그분을 둘러싸고 있는 장엄한 광경에 대해 배우는 것도 포함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그분의 
아름다움을 독특한 방법으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이해하게 될 
때, 우리와 그분과의 관계는 깊어지게 되며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변하게 된다. 기도는 더욱 즐거운 것이 
되며, 우리는 기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된다. 

C. I sometimes refer to the scene around God’s throne as the “beauty realm of God” because it is the place 
where God’s beauty is most manifested. God chose to surround Himself with specific things to express His 
beauty. His royal court is the ultimate place of honor, majesty, strength, and beauty. 

나는 때로 하나님의 보좌 주변의 이 광경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영역”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특정한 것들을 자신의 주위에 두기로 결정하셨다. 그분의 왕의 궁정은 궁극적인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의 처소이다. 
6Honor and majesty are before Him; strength and beauty are in His sanctuary. (Ps. 96:6) 

6 존귀와 위엄 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 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 96:6) 

D. Rather than speaking into the air or praying in a mental vacuum, I focus my mind on the biblical description 
of God’s throne as set forth in Revelation 4. The majestic beauty of the Father’s throne as revealed to John is 
the clearest and most detailed depiction of God’s throne in the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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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기도할 때 허공에 말하거나 마음 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아닌, 내 마음을 계시록 
4 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성경의 묘사에 집중한다. 요한에게 계시된 아버지의 보좌의 
위엄에 찬 아름다움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가장 명확하며 자세한 묘사이다. 

E. I encourage you to give much time to the prayerful study of what the Word tells us about God’s throne. My 
personal prayer life has been deeply impacted by these truths. Ask the Holy Spirit to escort you into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truth about the Father. It is the Spirit’s delight to escort us on a great and lifelong 
treasure hunt into the beauty of God.  

나는 당신이 성경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들을 기도와 함께 공부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들이라고 격려하고 싶다. 나의 개인적인 기도 생활은 이 진리들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더 크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인도해주시기를 구하라.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위대하고도 평생에 걸친 보물을 찾는 여정으로 당신을 인도하기를 기뻐하신다. 

F. In Revelation 4, I identify four categories, each with three themes—thus, a total of twelve themes. 

계시록 4 장은 각각 세 개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12 가지 
주제가 된다.  
2Behold, a throne set in heaven, and One sat on the throne. 3He who sat there was like a jasper and 
a sardius stone in appearance; and there was a rainbow around the throne, in appearance like 
an emerald. 4Around the throne were twenty-four thrones, and on the thrones I saw twenty-four elders 
sitting, clothed in white robes; and they had crowns of gold on their head. 5From the throne 
proceeded lightnings, thunderings, and voices. Seven lamps of fire were burning before the throne, which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6Before the throne there was a sea of glass, like crystal…around the throne, 
were four living creatures…8saying: “Holy, holy, holy, Lord God…” (Rev. 4:2-8) 

2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 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이 흰 옷 을 입고 머리에 금관 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 와 음성 과 우렛소리 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 이 있는데 … 8 …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 (계 4:2-8) 

1. The beauty of God’s person: how God looks, feels, and acts (v. 3)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며, 느끼시며, 행하시는지 (3 절) 

2. The beauty of God’s people: the church enthroned, robed, and crowned (v. 4)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 보좌에 앉아 있으며, 옷을 입고 있고, 관을 쓰고 있는 교회 (4 절) 

3. The beauty of God’s power: God’s power manifested in lightning, thunder, and voices (v. 5) 

 하나님의 권능의 아름다움: 번개와 천둥, 음성들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 (5 절) 

4. The beauty of God’s presence: His fire on the lamps, seraphim, and sea (vv. 5–7,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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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등불과 스랍, 바다에 나타난 그분의 불 (5-7 절, 15:2 절) 

II. THE BEAUTY OF GOD’S PERSON—HOW GOD LOOKS, FEELS, AND ACTS (REV. 4:3)  
하나님의 아름다움 –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며, 느끼시며, 행하시는지 (계 4:3) 

A. The beauty of God’s person—how God looks, feels and acts. John saw the Father with a glorious jasper, 
sardius, and emerald light radiating from His throne. The jasper with diamond-like brilliance speaks of His 
splendor; the red sardius gem, His fiery desires; and the emerald rainbow, His mercy.  

하나님의 아름다움 –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며, 느끼시며, 행하시는지.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스런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의 빛이 퍼져 나오는 그분의 보좌에 계신 것을 목격했다. 이 다이아몬드와 같은 
광채를 내뿜는 벽옥은 그분의 광채를 말하며, 붉은 홍보석은 그분의 불 같은 갈망을,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그분의 자비하심을 나타낸다. 
3And He who sat there was like a jasper and a sardius stone in appearance; and there was a rainbow 
around the throne, in appearance like an emerald. (Rev. 4:3)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계 
4:3) 

B. Jasper stone: how God looks—a “diamond-like” crystal brilliance radiates from God’s throne throughout the 
New Jerusalem (Rev. 21:1). A jasper-like radiance emanating from God’s throne speaks of His beautiful, 
fascinating, and terrifying glory. The precise identification of jasper in the ancient world is uncertain; some 
equate the brilliance of jasper to the brightness of a diamond.  

벽옥: 하나님이 어떻게 보이는지 – “다이아몬드와 같은” 수정 같은 광채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새 
예루살렘 전체(계 21:1)에 퍼져 나가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벽옥과 같은 광채는 그분의 
아름답고, 매혹적이며, 두려울 정도의 영광을 말한다. 벽옥이 고대에 어떤 보석을 말하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어떤 이는 벽옥의 광채를 다이아몬드의 광채와 같다고 보곤 한다. 
11…her [New Jerusalem] light was…like a jasper stone, clear as crystal. (Rev. 21:11)  

11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새 예루살렘]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  (계 
21:11) 

1. Jesus’ face shines with brilliant radiance like the sun shining in its strength.  

 예수님의 얼굴은 해의 광채만큼 강력한 빛을 비치고 계신다. 
16His [Jesus’] fa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all its brilliance. (Rev. 1:16, NIV) 

16 … 그[예수님] 얼굴 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계 1:16) 

2. God covers Himself with a multi-colored garment of light that shines forth with the colors of jasper 
(crystal), sardius (red), emerald (green) and the various colors in the rainbow.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양한 색의 빛의 옷으로 덮고 계시며, 이 빛들은 벽옥 (수정), 홍보석 (빨간색), 
녹보석 (녹색)과 무지개의 다양한 색으로 빛나고 있다. 
2You…cover Yourself with light as with a garment… (Ps.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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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시며 (시 104:2) 

C. Sardius stone: how God feels—a sardius is a red gem depicting God’s fiery desires for His people. John saw 
a ruby red brightness radiating from the throne. This speaks of God’s fiery desire for His people that is like a 
fire. Moses may have seen this reality when he wrote of God as a consuming fire (Deut. 4:24). Jesus feels 
about His people in the way that His Father loves Him (Jn. 15:9). 

홍보석: 하나님이 어떻게 느끼시는지 – 홍보석은 붉은색 보석이며,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불 같은 갈망을 나타낸다. 요한은 진한 붉은 빛이 보좌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불 같은 불타는 갈망을 말한다. 모세가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기록했을 때, 그는 이 실체를 목격한 것일 수도 있다 (신 4:24).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은 사랑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다 (요 15:9). 
9As the Father loved Me, I also have loved you... (Jn. 15:9)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 (요 15:9) 

D. An emerald rainbow: how God acts—an emerald rainbow of mercy surrounds His throne. God set a rainbow 
in the clouds after Noah’s flood as a promise of His mercy (Gen. 9:13). The dominant color of this rainbow 
is emerald. Emerald green speaks of life (vegetation). God’s beautiful personality is seen in how He relates to 
His people with great kindness and tenderness.  

녹보석 같은 무지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 – 자비하심의 녹보석 같은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가 있은 후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약속하시면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셨다 (창 9:13).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무지개의 가장 지배적인 색은 녹보석(에머랄드)이다. 
에머랄드 빛의 녹색은 생명을 말한다 (식물).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큰 자비하심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볼 수 있다. 
13I set My rainbow in the cloud, and it shall be for the sign of the covenant between Me and the earth…16I 
will look on it to remember the everlasting covenant… (Gen. 9:13-16)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니라 …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 을 기억하리라 
(창 9:13-16) 

28Like the appearance of a rainbow…so was the appearance of the brightness all around it [the throne]. 
This was the appearance of the likeness of the glory of the LORD. (Ezek. 1:26–28) 

28 그[보좌]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겔 1:26-28) 

1. This emerald rainbow of mercy encompasses all the plans and actions that issue forth from God’s 
throne. His mercies cover all that He does, and it endures forever (Ps. 103:17; 145:9).  

 이 자비하심의 녹보석(에머랄드) 빛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모든 계획과 행동들을 
에워싸고 있다. 그분의 자비하심은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덮고 계시며, 영원하시다 (시 103:17; 
145:9). 
9The LORD is good to all, and His tender mercies are over all His works. (Ps.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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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시 145:9) 

2. The song most repeated in Scripture is that “the Lord is good and His mercy endures forever”  (1 Chr. 
16:34, 41; 2 Chr. 5:13; 7:3, 6; 20:21; Ezra 3:11; Jer. 33:11; Ps. 52:1; 100:5; 106:1; 107:1; 117:2; 
118:1-4, 29; 138:8; 136 [26x]). 

 “주님은 선하시며,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시도다”는 노래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노래이다 
(대상 16:34, 41; 대하 5:13; 7:3, 6; 20:21; 스 3:11; 렘 33:11; 시 52:1; 100:5; 106:1; 107:1; 117:2; 
118:1-4, 29; 138:8; 136 [26 번]). 

III. THE BEAUTY OF GOD’S PEOPLE (REV. 4:4)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름다움 (계 4:4) 

A. God’s beauty is seen in the exaltation of the saints as they are enthroned, robed, and crowned.  
The presence of the elders around His throne reveals His desire for partnership with His people.  
I imagine the twenty-four elders in front of the throne, sitting in a semicircle facing the Father.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높이시는 것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보좌에 앉아 
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관을 쓰고 있다.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장로들이 있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하기 원하시는 갈망을 가지고 계심을 볼 수 있다. 나는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반원을 그리며 앉아있는 것을 상상해본다. 
4Around the throne were twenty-four thrones, and on the thrones I saw twenty-four elders sitting, clothed 
in white robes; and they had crowns of gold on their heads. (Rev. 4:4)  

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 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들 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 을 쓰고 
앉았더라 (계 4:4) 

B. Enthroned: The elders are enthroned with God’s authority, showing their value and dignity. This points to 
the exaltation of other believers. God’s salvation so cleanses and exalts His former enemies that they can 
now reign with Him as His Bride (Rev. 2:28; 3:21; cf. Mt. 19:28; Lk. 22:30).  

보좌에 앉아: 이 장로들은 하나님의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는 그들의 가치와 위엄을 보여준다. 이는 
다른 믿는 자들을 높이심을 암시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께 대적하던 자들을 깨끗케 하시고 높이셔서, 
이제는 그분의 신부로 함께 다스리도록 하신다 (계 2:28; 3:21; cf. 마 19:28; 눅 22:30). 
21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Rev. 3:21)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 (계 3:21) 

C. Robed: The elders clothed in white robes speaks of their priestly ministry (Rev. 3:4-5, 18).  

흰 곳을 입고: 이 장로들은 흰 옷을 입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제사장적인 사역을 말한다 (계 3:4-5, 18). 

D. Crowned: The elders wear golden crowns of victory because God remembers and rewards their works from 
this life (Rev. 2:10; 3:11). This dignifies our life of obedience in this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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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을 쓰고: 이 장로들은 승리의 금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현재 시대에서 그들이 섬겨온 
것들을 기억하며 상급을 주시기 때문이다 (계 2:10; 3:11). 이는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드리는 순종의 삶의 
중요성을 나타내준다. 

E. There are two Greek words describing the crowns in the New Testament. One is the crown of a ruler (Gr. 
diadem); the other is the crown of a victor (Gr. stephanos), as in one who won a race in the Olympic Games. 
The Greek word stephanos for crowns is used in 1 Cor. 9:25; Phil. 4:1; 1 Thes. 2:19; 2 Tim. 2:5; 4:8; Heb. 
2:7, 9; Jas. 1:12; 1 Pet. 5:4; Rev. 2:10; 3:11; 4:4, 10; 9:7; 12:1; 14:14.  

신약에서 면류관을 지칭하는 헬라어는 두 단어가 있다. 하나는 통치자의 면류관이고 (디아뎀, diadem), 또 
다른 하나는 승리한 자의 면류관으로써 (스테파노스, stephanos) 이는 올림픽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과 같다. 헬라어 스테파노스(stephanos)는 다음 구절들에서 사용되었다. 고전 9:25; 빌 4:1; 살전 2:19; 
딤후 2:5; 4:8; 히 2:7, 9; 약 1:12; 벧전 5:4; 계 2:10; 3:11; 4:4, 10; 9:7; 12:1; 14:14. 

F. The beauty God possesses is the very beauty that He imparts to these people (Isa. 61:3).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부으시는 아름다움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아름다움과 동일한 
아름다움이다 (사 61:3). 
3To give them beauty for ashes, the oil of joy for mourning… (Isa. 61:3)  

3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들에게 재 

대신 아름다움을 ] … (사 61:3) 

IV. THE BEAUTY OF GOD’S POWER (REV. 4:5)  
하나님의 권능의 아름다움 (계 4:5) 

A. God’s power is manifested in the lightning, thunder, and voices released in His royal court (v. 5).  
Out of God’s throne comes beautiful, glorious, and even terrifying manifestations of His power.  
He makes known what He is thinking and feeling through these different manifestations.  

하나님의 권능은 그분의 궁정에 부어지고 있는 번개와 천둥, 그리고 음성 가운데 나타난다 (5 절).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그리고 두렵기까지 한 그분의 권능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분은 이 다양한 부분들을 통해 그분이 생각과 감정을 알리신다. 
5From the throne proceeded lightnings, thunderings, and voices. (Rev. 4:5a)  

5 보좌로부터 번개 와 음성 과 우렛소리 가 나고 … (계 4:5) 

19The temple of God was opened…there were lightnings, noises, thunderings… (Rev. 11:19)  

19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 또 번개와 음성들 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계 
11:19) 

B. Lightning: I think of the flashes of lightning continually going forth as releasing divine life, energy, light, 
and splendor to saints and the atmosphere of the eternal city (Rev. 4:5; 8:5; 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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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개: 나는 번개의 빛이 계속적으로 뻗어나가면서 하늘의 생명과 에너지, 빛과 광채를 영원한 도성의 
성도들과 그 대기 가운데 풀어놓는 것을 생각해본다 (계 4:5; 8:5; 11:19; 16:18). 

1. Flashes of lightning proceeding from God’s throne may also point to power encounters with the Spirit 
in our life.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의 빛은 우리 삶에서의 성령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2. When the Spirit falls on people, I think of it as the “lightning of God” striking them in a glorious way, 
as when the Spirit fell on those who heard the word in Cornelius’s household (Acts 10:44). I pray, 
“Lord, let the ‘lightning of Your Spirit’ touch me.”  

 나는 성령님께서 사람들에게 임하실 때, 이를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일과 같다 (행 
10:44).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님, ‘당신의 성령의 번개’가 저를 만지시길 원합니다.” 

C. Thunderings: Thunder from God is sometimes related to specific messages from His heart (Jn. 12:28-29; 
Rev. 10:4; 19:6 cf. Rev. 4:5; 8:5; 11:19; 16:18). When I worship, I ask for insight into messages from God’s 
Word praying, “Let Your word reverberate through my heart like thunder.”  

우레(천둥):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천둥은 때로 그분의 마음에 있는 특정한 메시지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요 12:28-29; 계 10:4; 19:6 비교. 계 4:5; 8:5; 11:19; 16:18). 나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하며, 다음과 같이 기도한다, “당신의 말씀이 제 마음에 
천둥과 같이 울리게 하여 주십시오.” 
4When the seven thunders uttered their voices, I was about to write [the message]… (Rev. 10:4)  

4 일곱 우레 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메시지를] 기록하려고  하다가 … (계 10:4) 

1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with a voice like thunder, “Come and see.” (Rev. 6:1)  

1 … 네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계 6:1) 

D. Voices: God’s royal court is filled with beautiful voices that surround His throne. This includes various 
noises, songs, sounds, and music led by harps and trumpets (Rev. 4:5; 8:5; 11:19; 16:18),  
as well as the voices of the Father, Son, Spirit, the saints, and angelic host. God’s voice is loud and majestic, 
or awesome with terrifying beauty (Ps. 29:4; Rev. 1:10, 15). 

음성들: 하나님의 왕궁은 그분의 보좌를 둘러싼 아름다운 음성들로 가득 차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소리들과 노래들, 소리들, 하프와 나팔 소리가 이끄는 음악 소리가 있으며 (계 4:5; 8:5; 11:19; 16:18), 물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과 성도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의 목소리도 포함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고 위엄이 있으며, 두려울 정도의 아름다움을 가진 놀라운 음성이다 (시 29:4; 계 1:10, 15). 
4The voice of the LORD is powerful…full of majesty. (Ps. 29:4)  

4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시 29:4) 

V. THE BEAUTY OF GOD’S PRESENCE (REV.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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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 (계 4:5-7) 

A. The beauty of God’s presence is seen in His fire on the lamps, seraphim, and sea (4:5b-7, 15:2).  
The Spirit imparts God’s presence to His people to strengthen, renew, and beautify them.  

하나님의 임재의 아름다움은 등불과 스랍, 바다에 임해있는 그분의 불에서 볼 수가 있다 (4:5b-7, 15:2).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백성에게 부으셔서 그들을 강건하며, 새롭게, 아름답게 하신다. 
5Seven lamps of fire were burning before the throne, which are the seven Spirits of God. 
6Before the throne there was a sea of glass, like crystal…around the throne, were four living 
creatures…7The first living creature was like a lion, the second…like a calf [ox], the third…like 
a man…and fourth…a flying eagle…8they do not rest day or night, saying: “Holy, holy, holy…” (Rev. 
4:5-8)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렛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 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 이 있는데 …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 (계 4:5-8) 

B. Lamps of fire: The lamps speak of the Spirit’s work and manifest presence (Rev. 1:4; 3:1; 5:6).  
I imagine vast torches of fire (like the pillar of fire in wilderness) comparable to the Spirit hovering over the 
earth (Gen. 1:2) so these torches may brood over the crystal sea touching all standing on it. Fire releases light 
and heat—it enlightens those in darkness, it melts or tenderizes cold hearts, and it ignites, cleanses, 
transforms (steel turns to liquid), warms, fascinates, and terrifies, and much more.      

등불: 이 등불은 성령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임재를 말한다 (계 1:4; 3:1; 5:6). 
나는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운행하시던 것(창 1:2)과 비견할만한 거대한 횃불(광야에 있었던 불 기둥과 
같은)을 상상해본다. 그리고 이 횃불들은 유리 바다 위를 다니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지며 다닌다. 
불은 빛과 열기를 내뿜는다. 이는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며, 차가워진 마음을 녹이고 
부드럽게 하며 다시 불타오르게 하고, 정결케 하며, 변화시키고 (철을 녹여 액체로 만들듯이), 따뜻하게 
하고, 매혹되게 하며, 두려워 놀라게 한다. 

C. Sea of glass: The saints will gather on the sea of glass, like crystal, standing in God’s fire (Rev. 15:2). I see 
this fiery, glassy sea as the great heavenly “conference center” before God’s glorious throne. Perhaps several 
billion believers will worship one day before the throne on this vast crystal sea. Imagine Acts 2:3 a “down 
payment” of what may occur in the fire on the sea of glass. 

유리 바다: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불 가운데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게 모이게 될 것이다 (계 15:2). 나는 
이 불이 있는 유리와 같은 바다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의 하늘의 거대한 “회의 장소”라고 본다. 
아마도, 어느 한 날에 수십억의 성도들은 이 광대한 유리 바다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2:3 절에 있었던 일은, 이 유리 바다에서 일어나게 될 일의 “시작(계약금 분량)”에 불과할 것을 
상상해보라. 
2I saw something lik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ose who have the victory over the beast 
[Antichrist]…standing on the sea of glass, having harps of God. (Rev. 15:2)  

2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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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Living creatures: The living creatures seem to be seraphim, which means burning ones (Isa. 6:2). They are 
attendants who are nearest to God’s throne. They show forth four different faces of God in redemption: as a 
lion (warrior with courage), calf or ox (a servant persevering in the mundane), man (dignity of relating to 
and ruling with God), and the eagle (soaring in the Spirit). They are a picture of those fully alive in the Spirit 
as well as the different ways we relate to God and people.  

생물들: 이 생물들은 스랍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불타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 6:2).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기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구원하심에 드러난 하나님의 네 
가지 면모를 보여준다. 이들은 사자(용맹스런 전사)와 같고, 송아지, 또는 황소(계속 반복되는 일들을 
견디는 종)와 같고, 인간(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과 다스리는 존귀함)과 같고, 독수리(성령 안에 
날아오르는)와 같다. 그들은 성령 안에 충만하게 생명력 있는 이들을 나타내기도 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하는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E. The seraphim may have the greatest spiritual capacity because they are in the closest proximity to God. 
When the seraphim look at God, they cover their eyes with one set of wings to keep from being 
overwhelmed by fresh insights into His transcendent glory (Isa. 6:2-3; Rev. 4:8). 

이 스랍들은 가장 큰 영적인 용량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들은 날개 한 쌍으로 눈을 가리는데, 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영광에 대한 새로운 지식들에 압도되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다 (사 6:2-3; 계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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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얼굴은 해의 광채만큼 강력한 빛을 비치고 계신다.
	P16PHis [Jesus’] UfaceU was like the sun UshiningU in all its brilliance. (Rev. 1:16,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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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3P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들에게 재 대신 U아름다움을U] … (사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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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번개의 빛은 우리 삶에서의 성령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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