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분의 신성의 존재들이 계신가?
  

  모든 성경과 예언의 신은 오직 두 분의 존재만이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명확하게 

가르치는 한편 한 번도 세 분이 경배를 받으셔야 한다고 한 적이 없다. 오직 두 분만이 경배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그들은 당연히 신성의 존재들이어야 한다. 다음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의 말씀이다.

  

 “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

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John 4:23, 24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네가 인자(원문: 하

나님의 아들)를 믿느냐 …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John 9:35, 38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

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요 5:23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요 14:1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찌어다 하니” 계 5:13

  

이 장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들이 포함된 광경이다. 모든 생물들은 최상의 존경과 경배를 두 분 곧 

아버지(보좌에 앉으신 이)와 아들(어린양)께만 드린다. 다음 절인 14 절은 어떤 다른 분께 경배를 드리

지 않고 경배가 종료되었음을 가르쳐 준다. 하늘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누구를 경배하고 누구를 경배하

지 말아야 할지를 아는 것이 명백히 보인다. 이 지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하며 반영해야 할 지식이

다.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4 절

13 절의 아버지와 아들을 경배하는 하는 행위가 아버지 자신(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께 최상의 존경과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아들을 경배하고 경외할 때 아버지에게 최상의 존경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

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 2:10, 11

아버지께서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하늘과 땅의 가족 모두는 아버지의 이름을 물

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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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의 신

1.   인류의 창조 전 하늘에서 몇 분이 계셨는가  ?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의 보좌에 같이 앉으셨으며 영원 자존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두 분을 둘러쌌다. 

보좌 주위에는 “만만이요 천천”(계 5:11)인 셀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들이 모였는데 수종드는 자들

이요 신하로서 가장 높은 저들은 하나님의 어전에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서 기뻐하고 있었다. 회집된 

하늘의 거민들 앞에서 우주의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아무도 당신의 계획에 완전히 

참여할 수 없으며     그분에게 당신의 뜻의 위대한 도모(圖謀)들을 수행하도록 위임하셨다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도 하나님께와 같은 존경과 충절을 드려야 마땅하였다  .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지구와 그 거민

들을 창조하는 일에 있어서도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것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은 하나

님의 계획에 어긋나게 자신을 위하여 세력이나 존귀를 구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의도를 실행하실 것이었다.” PP 36

“악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주에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은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

나님께 대한 사랑은 최상의 것이었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도 공정하였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

님의 독생자는 그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였고, 온 우주에서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하시는 유일의 분이셨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자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

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그러므로 온 하늘은 하늘 아버지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 충성

을 다한다  .  ” GC 493

  

참고  :   사단과 천사들은 하늘에서 몇 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렸는가  ? (  왜 성령에게는 하지 않았는가  ?   성  

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지만 별개의 또 다른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  

  

"The hour for joyful, happy songs of praise to God and his dear Son had come. Satan had led the 

heavenly choir. He had raised the first note, then all the angelic host united with him, and glorious 

strains  of music  had resounded through Heaven in honor  of  God and his  dear  Son. But now, 

instead of strains of sweetest music, discord and angry words fall upon the ear of the great rebel 

leader. Where was he? Was it not all a horrible dream? Was he shut out of Heaven? Were the gates 

of Heaven never more to open and admit him? The hour of worship draws nigh, when bright and 

holy angels bow before the Father. No more will he unite in heavenly song. No more will he b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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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reverence and holy awe before the presence of the eternal God." (1 SP 28) 

"하나님과 그의 귀하신 아들에게 기쁨과 행복의 찬양을 부를 시간이 다가오면, 사단은 하늘 찬양대를 지

휘하였었다. 그가 먼저 곡조를 시작하면 모든 천사의 무리가 그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그 사랑하는 아들

을 존경하는 찬양을 불렀고 그 영화로운 음악 소리는 온 하늘에 울려 퍼졌다. 그러나 지금은 그 아름다

운 음악소리 대신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큰 반역의 지도자의 귀에 들리는 것이다. 그런데 그는 지

금 어디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은 무서운 악몽은 아닌가!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겼는가? 그를 용납하기 

위하여 하늘의 문들은 결코 다시는 열리지 않는가! 광명하고 거룩한 천사들이 아버지 앞에 부복하여 예

배할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다. 이제 그는 다시는 하늘의 노래를 함께 부르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경건과 경외하는 태도로 그분을 경배하지 않을 것이다." (SR 25)

“루스벨은 하늘에서 반역이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다음으로 존경을 받는 지위가 높고 고귀한 

천사였다.” SR 13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

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

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

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뢴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

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 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

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요 19：30, 17：24). DA 834

“천사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났다. 루스벨과 그의 동조자들은 하나님의 정부를 쇄신하고자 분투하고 있

었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엿보고 또 그 아들을 높이시고 그에게 무한한 능력과 통

치권을 주신 목적을 확실히 알 수 없었으므로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아들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다. 

충성되고 진실한 천사들은 이 능력 있고 반역적인 천사를 그의 창조주의 뜻에 융화시키려고 노력하였

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신 하나님의 처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으며, 또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

들에게 주신 지위를 선포하시기 전이나 지금이나 루스벨의 지위는 조금도 격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힘 있는 논증으로 그에게 납득시키려고 애썼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천사들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다는 것과 또 그는 항상 하나님 우편에 계셨으며 그의 부드러운 사랑의 권위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었고, 또 하늘 천사들이 즐거이 따를 수 있는 명령 외에는 어

떤 명령도 하신 적이 없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께로

부터 받으신 특별하신 영예는 그때까지 루스벨이 받아온 권위를 손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 천

사들은 울었다.” SR 15

2.   하늘에서의 전쟁 중 몇 분이 계시는가  ?   사단은 몇 분에게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몇 분  

에게서 돌아섰는가  ? (  역시 신성의 두 분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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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이 하늘에서 불만을 품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의 불평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 털어 놓지 않았

다. 그는 그를 완전하다고 생각한 천사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자신보다 더 좋아하심으

로 불공평하게 그를 취급하셨다고 했다. 이런 그릇된 말을 한 결과로 천사들 중 3 분의 1 은 그를 동조하

게 되어 그들의 순결과 그들의 높은 지위와 그들의 행복한 집을 잃어버렸다.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시작

한 것과 똑같이 질투하고 악한 추측을 하는 그 일을 지상에서 계속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충동하고 있

다.” (5 T 291)

“사단은 하늘에서 동조자들을 가졌으며, 많은 숫자의 천사들을 자기편에 끌어들였다. 하나님과 그리스

도와 하늘의 천사들이 한편에 있었으며 사단이 다른 편에 있었다 .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

과 위엄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은 싫어하게 되었다. 사단의 미묘한 암시가 효과를 발휘하였으며,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들의 원수이며, 사단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라고 믿는 지점까지 실제로 이르

게 되었다. 현재 사단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지배력을 마음들 위에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단련과 

경험을 통해 백배나 강화되었다. 오늘날의 남녀들이 사단의 미묘한 암시와 흉계를 통해서 미혹을 당하

고, 눈이 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른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하여 의심과 의문을 품

으므로, 불신과 잔인한 시기심을 품음으로, 그들은 완벽한 기만을 위하여 스스로를 준비시키고 있다. 그

들은 용감하게 그들의 오류에 대하여 말하고,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이들을 대항하여 쓰라린 감정을 품

고 일어난다.” 3 T 328)

“사단은 자기의 반역에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가담시켰다. 저들은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로부터 돌아섰

으며, 반역의 선동자에게 가세하였다.” 3 T 115

3.   전쟁 후 몇 분이 지구를 창조하셨으며 타락 전 아담과 하와는 몇 분을 경배했는가  ?   

(  역시 신성의 두 분 뿐임  )  

성부와 성자께서는 이미 숙고하신 위대하고 경이로운 사업－세상을 창조하시는 일－을 실행하셨다. 창

조주의 손에서 나온 세상은 지극히 아름다웠다. 지면에는 산과 언덕과 평야가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강

과 호수가 흩어져 있었다. 땅은 그저 넓다란 들이 아니라 구릉(丘陵)과 산으로 경치의 단조로움을 피하

고 그러면서도 지금처럼 높거나 가파르지 않고 그 모양이 짜임새 있고 아름다웠다. 바위는 높거나 뾰족

히 드러나지 않고 모두 지구의 골격을 이루어 땅속에 묻혀 있었다. 물은 골고루 흩어져 흘렀으며 언덕과 

산과 매우 아름다운 평야는 각종 풀과 꽃과 거대하고 늠름한 나무들로 꾸며졌고 그 나무는 오늘날의 것

보다 몇 배 크고 훨씬 더 아름다웠다. 공기는 신선하고 건강적이었으며 땅은 훌륭한 궁전과 같았다. 하

나님께서 지으신 이처럼 기이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천사들은 매우 즐거워하였다. 

땅과 그리고 그 위에 모든 짐승들을 창조하신 후 성부와 성자께서는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계획하

셨던 일, 즉 자기들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자 했던 계획을 실현하셨다. 그들은 땅과 땅 위에 있는 

생물을 창조하시는 일에 협력하여 일하셨다 (살아남는 이들 21)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에덴 집의 모든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있었다. 그들 주위에 있는 작은 가수(歌手)

들이 찬란하고 우아하게 날개를 저으며 부르는 유쾌한 노래를 들으며 행복에 젖었다. 이 순결한 부부는 

그들과 더불어 저희를 두른 사랑의 모든 표시들을 보면서 음성을 높여 하나님과 그 아들에게 사랑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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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과 존경의 노래를 불렀다. 저들은 그 무한하신 지혜와 지식에 대해 말하는 창조의 질서와 조화를 깨달

았다. 계속적으로 새롭게 발견되는 에덴 집의 미(美)와 더욱 큰 영광이 저희 마음에 더 큰 사랑을 채우

고 입술로 저희 창조주께 대한 감사와 존경을 표시하게 했다. SR 22

  

“아담과 그의 반려자가 하나님께 성실하게 일하는 동안 그들은 지상을 통치하기로 되어 있었다 . 그들에

게 모든 생물을 다스릴 제한 없는 통치권이 부여되었다. 사자와 어린 양이 그들 주위에서 서로 장난하거

나 그들의 발아래 함께 누웠다. 새들이 기뻐하며 두려움 없이 그들의 주위에 훨훨 날아다녔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는 창조주를 찬양하였으며 아담과 하와도 새들과 합하여 아버지와 아들께 감사를 드렸다.” 

PP 50

“Adam and Eve assured the angels that they would never transgress the express command of God; for it was 
their highest pleasure to do his will. The angels united with them in holy strains of harmonious music; and 
as their songs pealed forth from blissful Eden, Satan heard their joyful adoration of the Father and the 
Son.” {Signs of the Times,January 16, 1879 par. 22}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들 최고의 기쁨이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거

역하지 않겠다고 천사들을 확신 시켜 주었다. 천사들은 그들과 합류하여 조화로운 음악의 거룩한 선율

을 내었고 그들의 찬미 소리가 행복한 에덴에서 울려 퍼질 때 사단은 그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을 들었다. 영문 시조 1 월 16 일, 1879 문단 22

  

“With what intense interest the whole universe watched the conflict that was to decide the position of Adam 
and Eve. How attentively the angels listened to the words of Satan[…] They asked themselves, Will the 
holy  pair  transfer  their  faith  and  love  from  the  Father  and  Son  to  Satan?  Will  they  accept  his 
falsehoods as truth?” {Signs of the Times, May 12, 1890 par.2}

“온 우주는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처지를 결정하게 될 쟁투를 바라보았다 . 천사들은 얼

마나 진지하게 사단의 말을 들었는지 (...) 그들은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였다. “거룩한 부부가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아버지와 아들에게서 사단에게로 옮길 것인가?” (영문 시조 5월 12 일, 1890 년 문단 2)

  

4.   인류의 타락 후 지구에서 몇 분이 치욕을 받으셨는가  ? (  역시 신성의 두 분 뿐임  )  

“But in the transgression of man both  the Father and the Son  were dishonored.” {Signs of the Times, 
December 12, 1895 par. 7}

“인류의 타락으로 아버지와 아들 두 분이 불명예를 받았다.” (영문 시조 12월 12 일, 1895 년)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율법의 한 계명도 폐하시거

나 변경하실 수 없으셨다. 그러나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그분의 아버지의 진노를 당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인류를 위한 속

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 천사들은 아담에게, 그의 범죄가 사망과 비참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

생을 통하여 생명과 불멸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알려 주었다.” (살아남는 이들 48)

“The human family cost God and his Son Jesus Christ an infinite price. 인류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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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 무한한 값의 대가를 치르게 하였다.” {Special Testimonies On Education, p. 21} 

“No man, nor even the highest angel, can estimate the great cost;  it is known only to the Father 

and the Son. 사람도 가장 높은 천사도 위대한 희생을 헤아릴 수 없다. 그것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아신다.” {E. G. White, The Bible Echo, October 28, 1895 par. 4

“Father and Son are pledged to fulfill the terms of the everlasting covenant. 아버지와 아들께서 영원한 

언약의 조건을 이행하기로 서약하였다.” {E. G. White, The Youth’s Instructor, 청년 지도자 June 14, 1900 
par. 5}

  

(영원한 언약은 오직 두 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슥 6:13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5.   오늘날 지구에서 성경의 교혼은 몇 분을 우리에게 나타내는가  ?  

  

“우리는 성경을 이해시키기 위해 희미한 진리의 빛이 필요하지 않다. 정오의 태양이 그 광채를 증가시

키기 위해 지상의 가물거리는 횃불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 사람들을 오류에서 구원해 내는 

데 필요한 것은 성직자와 목사의 말이 아니다. 성경을 고문으로 삼는 자들은 빛을 얻을 것이다. 성경에

는 모든 의무가 밝혀져 있다. 주어진 모든 교훈은 이해하기 쉽다. 모든 교훈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을 우리에게 나타낸다  .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한다. 말씀 속에 구원

의 과학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기 때

문이다.” 8 T 157

  

“모든 교육에 있어서 첫째가는 큰 공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일상 생애 가운데

서 이 지식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간의 해석만을 통하여 과학을 배우는 것은 거짓된 교

육을 얻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은 하늘의 과학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높임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육상 혼란이 초래되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370. 

“The Father and the Son alone are to be exalted. 오직 아버지와 아들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 
{The Youth’s Instructor/  청년지도자, July 7, 1898 par. 2}

위의 말씀들에 근거하여 우리는 장래에 하늘에서 세 분이 아닌 아버지와 아들 이 두 분과 열린 교제를 

할 것이다. 이 지구에서 이 두 분을 알고 교제할 때에 하늘에서도 그분들과 교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6.   새 땅  ,   회복된 에덴에서 몇 분을 경배 찬양하며 교제하는가  ? (  역시 신성의 두 분 뿐임  )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베푸신 큰 희생이 분명히 제시되었다. 그리스도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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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정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 (대

쟁투 671)

“성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

라”(계 21:22).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와 아들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같이 희미하”(고전 13:12)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

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 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대쟁투 676, 677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그대들이 성경의 

학생과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며, 다음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마음

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 10:27). 그 때에 그분은 그분의 진리의 능력을 그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333 그분

은 신령한 모양을 따라 그대를 꼴 짓고 형성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스도의 뜻과 일치되게 살면, 여러분

은 그분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자라날 것이며, 마침내 거룩한 성의 진주 문이 

그대를 위해 빛나는 돌쩌귀에서 뒤로 제쳐지며, 그대는 이 말씀을 들으며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

다. “그분의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 영어 성경). 여러분의 손에는 금 하프가 놓여질 것이며, 그 

현을 타면서, 구속받은 주재들과 함께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찬양하는 노래로 온 하늘을 가득하게 하

는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 하는 노력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엄청난 것과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순종하면 이 학교에서 그분

의 구원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교훈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하늘 궁정에서의 승

리의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1902년 원고 125a 1 SAT 333)

  

“그리고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

가 나타난다. 또한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속

죄의 풍성한 부와 사단과의 대쟁투에 있어서의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속받은 자들의 마음은  

더욱 열렬한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되고, 그들은 더욱 충만한 기쁨으로 금 거문고를 탄다. 그리하여 천천

만만의 무리는 음성을 합하여 찬양의 대합창을 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

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대쟁투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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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 하늘나라는 시작된다.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시작한다. 하늘이란, 그리스도를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오래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

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행복은 증대될 것이다. 우리가 이생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는 그분의 사

랑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요 그분의 임재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

리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할 수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

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러라”(계 7：15~17). (소망 331, 332)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바 만유를 회복하실” (행 3：21) 때가 

올 것인데 그 때에도 역시 창조 당시의 안식일 곧 예수께서 요셉의 무덤 속에서 쉬시던 그날이 휴식과 

기쁨의 날이 될 것이다. 하늘과 땅은 “매 안식일”(사 66：23) 함께 찬양하고 구원받은 민족들은 하나님

과 어린양에게 즐거운 예배를 드릴 것이다. (소망 770)

  

“광채가 찬란한 그 큰 무리 중에 한 사람도 자기의 능력이나 선행으로써 승리한 듯이 생각하거나 구원

을 얻은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사람은 없다. 자기가 어떠한 일을 행하였다거나 자기가 어떤 고통을 당했

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온갖 찬미와 찬송의 주제는 “오직 구원하심이 …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계 7:10)라는 것이다.” {살아남는 이들 422}

“오늘날 교회는 싸우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흑암의 세상에 당면하여 있으며 거의 완전히 우상을 숭배

하는 사조에 젖어 있다. 그러나 멀지 아니하여 싸움이 끝나고 승리를 얻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뜻이 하

늘에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모든 국민은 찬송과 감사의 옷 곧 그리스도의 의의 두

루마기를 입는 즐겁고 연합된 가족이 될 것이다. 모든 천연계는 미(美)의 극치를 입고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릴 것이다. 세상은 하늘의 빛 가운데 잠기게 될 것이다. 달빛은 햇빛과 같이 되고 또 햇빛은 지

금보다 칠 배나 더 밝게 될 것이다. 세월은 기쁨 중에서 흘러갈 것이다. 이 광경을 보고 새벽별들이 같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할 때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연합하사 “다시는 죄가 없고 

또한 사망도 없으리라”(계 21:4)는 선포를 하실 것이다. (새 자녀 지도법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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