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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us Is Worthy: The 7-fold Beauty of His Leadership (Rev. 5:12)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7 가지 아름다움 (계 5:12) 

I. THE GRAND DRAMA IN HEAVEN: JESUS RECEIVES THE SCROLL (REV. 5:7)  
하늘의 장대한 드라마: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심 (계 5:7) 

A. Revelation 5 describes Jesus’ destiny on the earth as a Man—He is fully God and fully man.  
God ordained to highly exalt Jesus on the earth as a Man because of His obedience unto death. 

계시록 5 장은 예수님의 인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부르심에 대해 설명한다 –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인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지극히 높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이다. 
9…God also has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10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of those in heaven, and of those on earth… (Phil. 
2:9-10)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빌 2:9-10) 

B. Daniel prophesied that Israel’s Messiah would receive the leadership of the whole earth forever. David 
wrote of the Father’s promise to give the leadership of the nations to Jesus (Ps. 2:8). This promise is 
fulfilled before the nations in part in this age and in fullness in the Millennium.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온 땅에 대한 리더십을 영원히 받을 것을 예언했다. 다윗은 아버지께서 
열방의 리더십을 예수님에게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록했다 (시 2:8). 이 약속은 이 시대 가운데 열방 
가운데 부분적으로 성취되며, 천년왕국 때에 충만하게 성취될 것이다. 
13…the Son of Man [Jesus]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He came to the Ancient of Days [the 
Father]…14Then to Him was given…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Dan. 7:13–14) 
13 … 인자[예수님]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 7:13-14) 
 

8I [the Father] will give You [Jesus] the nations for Your inheritance... (Ps. 2:8) 
8 내게 구하라 내[아버지]가 이방 나라를  네[예수님] 유업으로 주리니 … (시 2:8) 

C. The Lord gave the dominion or authority of the earth to Adam as a representative of the human race as an 
eternal stewardship (Gen. 1:26-28). The Lord will never take back this stewardship from humans. The 
first Adam forfeited his authority to Satan (Lk. 4:6; 2 Cor. 4:4). Jesus, as the last Adam, came to earth as a 
Man to win back the dominion of the earth for humans (Rev. 5:10).  

주께서는 이 땅에 대한 주권과 권세를 아담에게 주셨으며, 이는 인류가 영원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는 
것에 대한 대표적인 모습이다 (창 1:26-28). 주께서는 인류로부터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가져가지 않으실 
것이다. 첫째 아담은 자신의 권세를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다 (눅 4:6; 고후 4:4).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인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땅의 주권을 되찾으셨다 (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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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God gave the title deed of the earth to Jesus as a human king. The scroll speaks of the title deed of the 
earth and God’s plans to cleanse the earth of evil and replace its governments (Rev. 6-19).  

하나님께서는 인간이신 왕이신 예수님께 이 땅의 권리 증서를 주셨다. 이 두루마리는 이 땅의 권리 
증서와, 이 땅에서 악을 없애고 정부들을 교체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들이다 (계 6-19장). 
1I saw in the right hand of Him [the Father] who sat on the throne a scroll…sealed with seven seals. 2I 
saw a strong angel proclaiming…, "Who is worthy to open the scroll and to loose its seals?"…5One of 
the elders said, "…The Lion of the tribe of Judah…has prevailed to open the scroll and to loose its 
seven seals." 6In the midst of the throne…stood a Lamb as though…slain. 7He took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of Him…on the throne… (Rev. 5:1-7)   
1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2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5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6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 7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계 5:1-7) 

1. Prevailed: Jesus as a man prevailed over Satan by His obedience and death.  

이겼으니 :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 사단을 이기셨다. 

2. Took the scroll: Jesus accepted the responsibility to cleanse and rule the earth for God.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깨끗케 하고 통치할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셨다. 

E. The highest governmental council around God’s throne consists of the living creatures (angelic) and the 
elders (human). These heavenly leaders proclaimed their full agreement with God’s decree to make Jesus 
the supreme leader of the whole earth forever—He is worthy!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있는 가장 높은 통치적 회의는 네 생물(천사적인 존재)과 장로들(사람)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하늘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온 땅의 최고의 리더십으로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충만한 동의를 선포한다. 그분은 합당하십니다! 
8When He [Jesus] had taken the scroll,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9They sang a new song, saying: “You are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s [to release the tribulation judgments]; for You were slain, and have redeemed us to God [proved 
Your love]…10and we shall reign on the earth.”(Rev. 5:8-10) 
8 [예수님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환난의 심판들을 
풀어놓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 사람들을 피로 사서[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10 …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계 5:8-10) 

F. Open the seals: This includes releasing the judgments in the book of Revelation (Rev. 6-19) so as to 
cleanse the earth from evil. The seals are not part of the contents inside of the scroll. Some in the Church 
do not have a theology of a loving God who uses judgment to remove sin. Many think that judgment is a 
contradiction to love. God’s judgments remove what hinders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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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봉을 떼기에 : 이는 계시록의 심판들을 풀어놓는 일들을 포함하며 (계 6-19 장), 이는 온 땅으로부터 
악을 제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인봉들은 이 두루마리 안에 적혀 있는 내용의 일부가 아니다. 교회의 
어떤 이들은 심판을 통해 죄를 제거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많은 
사람들은 심판과 사랑은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심판들은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제거한다. 

G. You were slain: Jesus laid aside His glory to become human and to take our judgment. Jesus will replace 
the governments of the nations (Rev. 20:4-6) so that righteousness will fill the earth (Isa. 11:1-9). “Power 
tends to corrupt, and absolute power corrupts absolutely…” (Lord Acton). 

죽임을 당하사 :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셨으며,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열방의 정부를 교체하셔서 (계 20:4-6) 의인들이 땅을 가득 채우도록 하실 
것이다 (사 11:1-9). “권력은 부패하는 성격이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Lord Acton) 
9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for your sakes He 
became poor, that yo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rich. (2 Cor. 8:9) 
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8:9) 

H.  You are worthy: Jesus being worthy to be the supreme leader of the earth has three applications. 

당신은 합당하십니다 : 온 땅의 최고의 리더십이 되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개념은 3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1. Jesus deserves it: He has proven Himself as worthy (deserving) of the authority to be the supreme 
leader of the earth because He has made every choice in love and righteousness. We trust His 
leadership to open the scroll (judgment) and rule all the earth’s resources.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 그분은 자신이 온 땅의 최고의 리더십이 되기에 합당한(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사랑과 의에 기반해서 모든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이 두루마리를 여시며(심판), 온 땅의 재원들을 통치하실만한 리더십이 
있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2. Jesus is capable: He is able to open seals or to administrate God’s judgments to drive evil off the 
planet and to reorganize and lead all of its governments. No other man has the wisdom, humility, 
and power to do this. It is not amazing that God rules the earth but that He gave all the authority 
over it to one Man who is capable of giving leadership over all the resources of all the nations and 
in a way that sustains love and righteousness forever.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 그분은 인봉을 여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이 
땅으로부터 악을 제거하실 수 있으며, 모든 정부의 통치를 재 조직하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어떤 인간도 이를 할만한 지혜와 겸손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지만, 그분이 모든 권세를 인자이신 한 분, 모든 열방의 모든 재원에 대한 리더십을 
받을만한 하며 이를 영원히 사랑과 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에게 주시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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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Jesus is worth it: We agree that He is worthy to be the supreme leader of the earth forever and is 
worthy of our unqualified trust in His leadership and sacrificial obedience to His will. The devil 
seeks to stir up self-pity in us by telling us that we are getting a bad deal from God and that it is 
no longer worth the trouble to seek God with diligence. The devil tempts us to “Give up (seeking 
God) and give in (to sin) because it is too hard.”  

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 : 우리는 그분이 영원히 온 땅의 최고의 리더십이 되기에 합당하심에 
동의하며,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그분의 뜻에 대한 희생적인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에 대해 동의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성실하게 찾고 추구해나가는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일이라 말함으로, 우리 안에 자기 연민을 자극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유혹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죄에) 굴복하라. 이는 너무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8I count all things loss for the 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 (Phil. 3:8)  
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 (빌 
3:8) 

I. Jesus had to become human forever in order to qualify as a sacrifice for humans.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데, 이는 인간을 향한 합당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이다. 

J. Jesus had to live in perfect love and holiness as a man to qualify to bear God’s wrath.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랑과 거룩 가운데 사셔야만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견디기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이다. 

K. Jesus lived as a Man dependent on the anointing of the Spirit. Jesus has “never ever been less than God” 
but after the incarnation He lived as though He was “never more than a man.”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의지하는  인자로서 사셨다.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보다 
못하셨던 적이 없으며”, 성육신 하신 이후에 그분은 “한 번도 인간을 넘어서지 않으셨던" 이로서 사셨다. 
2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4But with righteousness He 
shall judge the poor…He shall strike the earth [related to His second coming] with the rod of His 
mouth, and with the breath of His lips He shall slay the wicked. (Isa. 11:2–4)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분의 재림과 관련되어 이는 일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사 11:2-4) 

L. For 33 years, each miracle that He did was the result of waiting on the Father in prayer to release the 
Spirit. Jesus will function as a Man ruling in the Millennium in this way.   

33 년 동안 그분이 행하신 각각의 기적은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기다린 것의 결과였으며, 이를 통해 
성령을 부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천년왕국 때에도 이와 같이 인자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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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7-FOLD BEAUTY OF JESUS’ LEADERSHIP (REV. 5:12)   
예수님의 리더십의 7 가지 아름다움 (계 5 :12) 

A. The Father ordained to give Jesus great favor in seven spheres of leadership over the earth. Jesus receives 
this from the Father and the response of people in part now and fully in the Millennium. Jesu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anointing of the Spirit to fully rule every sphere of society with an unprecedented 
measure of power, riches, wisdom, strength, honor, glory, and blessing.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땅에 대한 7 가지 영역의 큰 호의를 베푸시기로 예정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시며, 현재에는 사람들을 통해 부분적으로 받으시며, 천년왕국에는 사랑들을 통해 
충만하게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전에 없던 분량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사회의 모든 영역을 충만하게 다스리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11I heard the voice of many angels around the Throne,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12saying with a loud voice: "Worthy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Rev. 5:11-12)  
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 5:11-12) 

1. The challenge in understanding this passage is the word “receive.”  In what sense does Jesus 
receive? He will “receive” from the Father an unprecedented measure of favor and will “receive” 
the full obedience and cooperation from the kings of the earth in the Millennium as they freely 
offer their national resources to Jesus in these seven areas.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도전이 되는 것은 “받으신다”는 단어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전에 없던 분량의 호의를 “받으실” 
것이며, 천년왕국 때에 땅의 왕들로부터 충만한 순종과 협력을 “받으실”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국가적인 재원들을 이 일곱 영역에 있어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것이다. 

2. Satan has challenged this 7-fold destiny of Jesus through history. The end-time Church will make 
a 7-fold prophetic decree about Jesus’ leadership as it exposes and prevails over the Antichrist’s 
lies (Rev. 13).  

사단은 예수님의 이 7 가지 부르심에 대해 역사를 통해 도전해왔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7가지 예언적인 명령을 선포할 것이며, 이는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밝히며 이길 것이다 (계 13장). 

B. Power (political): Jesus will receive all the political authority over all nations from the Father at the time 
of His second coming. This power will be acknowledged by all people on earth after He destroys the 
Antichrist’s empire. He will replace every evil government with new leaders and laws and will restore 
every sphere of life (economic, educational, social institutions, etc.). 

능력 (정치적):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재림 때에 아버지로부터 모든 열방에 대한 모든 정치적인 권세를 
받으실 것이다. 그분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파괴하신 이후에, 온 땅의 만민은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모든 악한 정부들을 새로운 지도자들과 법으로 교체하실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하실 것이다 (경제, 교육, 사회 조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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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iches (financial): All the money and natural resources on earth will be seen as under Jesus’ leadership in 
the Millennium. He will receive this from the Father and all the leaders of the nations will joyfully submit 
their riches to His leadership and worldwide plan.  

부(재정적): 천년왕국에서 이 땅의 모든 재정과 천연자원들은 예수님의 리더십 아래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이를 아버지로부터 받으실 것이며,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부를 
즐거움으로 그분의 리더십과 전세계적인 계획에 드릴 것이다.  

D. Wisdom (intellectual): By using great wisdom, Jesus will bring every sphere of life to the fullness of the 
Father’s plan. He will have leadership over all the “intellectual property” forever. He will establish new 
laws and policies over the nations in every sphere of society. His wisdom in leadership will produce good 
fruit in the most difficult years in history (Great Tribulation).  

지혜 (지적인): 엄청난 지혜를 사용하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삶의 모든 영역들을 아버지의 계획의 충만한 
데에 이르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지적인 재산”에 대해 영원히 리더십을 가지실 것이다. 그분은 
열방의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 새로운 법과 정치를 세우실 것이다. 그분의 리더십에 있는 지혜는 역사상 
가장 힘든 시간대(대 환난)에 동안에 좋은 열매를 맺으실 것이다. 

E. Strength (physical): Jesus received supernatural physical strength in His resurrected human body. He will 
never weary of His work as He steadfastly contends against all resistance. The nations will gladly offer to 
Jesus the fruit of their physical strength with all its resources. All benefits of the labor force and human 
resources on the millennial earth will be submitted to Him and will serve His plans to establish love and 
righteousness on earth. They will love Jesus with all their strength or resources including their time, 
words, energy, and influence (Mk. 12:30). 

힘(육체적인) : 예수님께서는 부활체를 입으실 때 초자연적인 육신적인 힘을 얻으셨다. 그분은 일하심에 
있어 절대 지치지 않으실 것이며, 모든 방해들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실 것이다. 열방은 
예수님께 모든 재원과 함께 자신들의 모든 육신적인 힘의 열매를 기쁘게 드릴 것이다. 천년왕국 땅의 
모든 노동력과 인적 자원으로 인한 혜택은 그분께 드려질 것이며, 온 땅 가운데 사랑과 의를 세우시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섬길 것이다. 그들은 시간과 말, 에너지, 영향력 등의 온 힘, 모든 재원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다 (막 12:30). 

F. Glory (spiritual): Jesus will operate in the fullness of the supernatural realm (Isa. 11:2; Jn. 3:34). The 
nations will submit to Jesus all that is gained by the glory of God operating in their lives.  

영광 (영적인): 예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영역의 충만하심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사 11:2; 요 3:34). 
열방은 그들의 삶 가운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얻은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드릴 것이다. 
2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the Spirit of wisdom… (Isa. 11:2)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사 11:2) 
 

34He whom God has sent speaks… for God does not give the Spirit by measure. (Jn. 3:34)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요 3:34) 

http://www.ihopkc.org/
http://www.mikebickle.org/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UNIVERSITY – MIKE BICKLE 
Jesus Is Worthy: The 7-fold Beauty of His Leadership (Rev. 5:12)        Page 7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ihopkc.org 
Free Teaching Library    MikeBickle.org 

G. Honor (relational): All in the nations will honor and love Jesus with their obedience in practical ways. To 
honor Jesus is to obey and serve His plan for the nations. A dictionary definition of honor is to publicly 
esteem one with a superior standing by showing them obedience and respect. Paul spoke of honoring our 
parents with respectful obedience (Eph. 6:1-2). Jesus will be the most obeyed, respected, and listened to 
man and the most talked about and emulated person on earth.  

존귀 (관계적): 열방의 모든 이들은 실질적인 방법으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예수님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열방을 향한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고 섬기는 것을 말한다. 
존귀히 여김(honor)의 사전적인 정의는 우월적인 위치에 있는 분께 순종과 존경을 나타냄으로 
공개적으로 존경하는 것을 말한다. 바울은 우리의 부모들을 존경하는 순종으로 공경할 것(존귀히 여길 
것)을 말했다 (엡 6:1-2). 예수님께서는 온 땅에서 최고의 순종과 존경과 주의가 기울여지는 분이 될 
것이며, 가장 많은 대화의 주제가 되며 닮기를 원하는 분이 되실 것이다. 

H. Blessing (social): All in the nations will bless or agree with His policies and plans by fully cooperating 
with His leadership in every sphere of life. Such cooperation will result in the mightiest, largest, most 
unified, and joyful work force in history. Note: to honor a person is to esteem them whereas, to give our 
blessing is to agree and cooperate with them.  

찬송 (사회적): 열방의 모든 이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리더십과 협력함을 통해 그분의 
정책들과 계획들에 대해 찬송하고 동의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크고, 
가장 연합되어 있고, 즐거운 노동력이 생겨날 것이다. 노트: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긴다는 것은  존중히 
여김을 말하며, 우리의 찬송을 드린다는 것은 동의와 협력을 해나감을 말한다. 
17Men shall be blessed in Him; all nations shall call Him blessed. (Ps. 72:17)  
17 …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시 72:17) 

I. As we understand Jesus’ unveiled beauty in the Millennium it causes us to love Him more now. Jesus will 
be the most powerful, wealthy, wise, loved, supported, praised, obeyed, respected, listened to, and talked 
about Man on the earth. He will be seen as having the dominion over all the land, people, money, 
governments, human resources, angels, etc. He has the power and right to control them. Thus, we know 
that He is able to fulfill all of His promises to each of us forever.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드러나게 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이해하게 될 때, 이는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시간에 그분을 더욱 사랑하도록 한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요하며, 지혜로우며, 
사랑 받으며, 지지를 받으며, 찬양을 받으며, 순종을 받으시며, 존경 받으며, 그분께 귀를 기울이며, 가장 
화제의 중심이 되는 분이 되실 것이다. 그분은 모든 땅과 사람들, 재정, 정부, 인간 자원, 천사들 등에 
대한 주권을 가진 분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분은 이들을 제어할 힘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그분의 약속들을 영원히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된다. 
2In that day the Branch of the Lord [Jesus as Man] shall be beautiful and glorious. (Isa. 4:2) 
2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인자이신 예수님]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 (사 4:2) 
 

17Your eyes will see the King in His beauty… (Isa. 33:17) 
17 네 눈은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한글 KJV: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보며 … (사 33:17) 

III. HOW TO USE REVELATION 5:12  
계시록 5:12 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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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 intercede for the release now knowing that what Jesus will release in fullness after His return will be 
released in part in this age. We cry for Jesus to “come” in this way now.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그분이 충만하게 부어질 것이 이 시대 가운데 부분적으로 부어질 것을 
알고 있음으로, 이 부분이 부어질 것을 중보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오실” 것을 
위해 부르짖을 수 있다. 

B. The Antichrist will seek to control these same seven spheres of influence.  

적그리스도는 이 동일한 7가지 영향력의 부분을 제어하려고 할 것이다. 

C. We are to often recommit ourselves now to Jesus according to these truths because He is worthy. All the 
redeemed will forever sing, “Worthy is the Lamb”—the heart-cry of those who love Him.  

우리는 이 진리들에 따라 현재에도 우리 자신을 예수님께 종종 다시 헌신하여 드려야 하는데, 이는 
그분이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모든 구원받은 이들은 영원히 노래할 것이다, “어린 양은 합당하십니다.” 
이는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의 부르짖음이다. 

D. Jesus earned the right to rule the earth, but then willingly gives it to the Father because Jesus delights in 
humility. The Father gives the Son a Bride and the Son gives the Father a family.  

예수님께서는 온 땅을 통치하실 권리를 얻으셨다. 그러나 그 후에 그분은 자원하여 이를 아버지께 
드리실 것인데, 이는 예수님께서 겸손을 즐거워하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신부를 주시며, 
아들은 아버지께 가족을 드린다. 
24Then comes the end [the Millennium], when He [Jesus]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when 
He puts an end to all rule [hostile and evil authorities during the Millennium]…28Now when all things 
are made subject to Him [Jesus], then the Son Himself will also be subject to Him [the Father]… that 
God may be all in all. (1 Cor. 15:24-28)  
24 그 후에는 마지막 [천년왕국]이니 그[예수님]가 모든 통치[천년왕국 동안의 적대적이고 악한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 28 만물을 그[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아버지]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고전 15:24-28) 

E. Jesus’ love for the Father is so attractive, causing many who see it to be inspired to imitate it. Even the 24 
elders imitate Jesus’ love for the Father by casting their rewards before the Father.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도 매력적인 부분이어서, 이를 보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이를 
따라할 마음을 가지게 한다. 24 장로들조차도 그들의 상급을 아버지께 던져 드림으로, 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서 행한다. 
10The 24 elders fall down…and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Rev. 4:10)  
10 이십사 장로들이 … 엎드려 …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계 4:10) 

F. Moravian missionaries were motivated to evangelize and make disciples so that the Lamb would receive 
the reward of His su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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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라비안 공동체의 선교사들은 어린 양께서 그분의 고통의 상급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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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PrevailedU: Jesus as a man prevailed over Satan by His obedience and death.
	U이겼으니U: 인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 사단을 이기셨다.
	2. UTook the scrollU: Jesus accepted the responsibility to cleanse and rule the earth for God.
	U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U: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 이 땅을 깨끗케 하고 통치할 것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셨다.
	P8PWhen He [Jesus] had Utaken the scrollU,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P9PThey sang a Unew songU, saying: “UYou are worthyU to take the scroll, and to Uopen its sealsU [to release the tribulation judg...
	P8P [예수님께서] U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U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 P9P 그들이 U새 노래U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U인봉을 떼기에U[환난의 심판들을 풀어놓기에] U합당하시도다U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 사람들을 피로 사서[당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시고 P10P … U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U 하더라 (계 5:8-10)
	P9PFor you know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though He was rich, yet Ufor your sakesU He became UpoorU, Uthat youU through His poverty might become UrichU. (2 Cor. 8:9)
	P9P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U너희를 위하여U U가난하게 되심U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U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U (고후 8:9)
	1. UJesus deserves itU: He has proven Himself as worthy (deserving) of the authority to be the supreme leader of the earth because He has made every choice in love and righteousness. We trust His leadership to open the scroll (judgment) and rule all t...
	U예수님은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U: 그분은 자신이 온 땅의 최고의 리더십이 되기에 합당한(가치가 있는) 분이신지를 스스로 증명하셨는데, 이는 그분이 사랑과 의에 기반해서 모든 결정을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이 두루마리를 여시며(심판), 온 땅의 재원들을 통치하실만한 리더십이 있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2. UJesus is capableU: He is able to open seals or to administrate God’s judgments to drive evil off the planet and to reorganize and lead all of its governments. No other man has the wisdom, humility, and power to do this. It is not amazing that God ...
	U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U: 그분은 인봉을 여시며,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심으로 이 땅으로부터 악을 제거하실 수 있으며, 모든 정부의 통치를 재 조직하고 이끄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어떤 인간도 이를 할만한 지혜와 겸손과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지만, 그분이 모든 권세를 인자이신 한 분, 모든 열방의 모든 재원에 대한 리더십을 받을만한 하며 이를 영원히 사랑과 의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에게 주시는 것은 ...
	3. UJesus is worth itU: We agree that He is worthy to be the supreme leader of the earth forever and is worthy of our unqualified trust in His leadership and sacrificial obedience to His will. The devil seeks to stir up self-pity in us by telling us t...
	U예수님은 합당하십니다U: 우리는 그분이 영원히 온 땅의 최고의 리더십이 되기에 합당하심에 동의하며, 그분의 리더십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와 그분의 뜻에 대한 희생적인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에 대해 동의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며, 우리가 그분을 성실하게 찾고 추구해나가는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일이라 말함으로, 우리 안에 자기 연민을 자극하기를 원한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며 유혹한다...
	P8PI count all things loss for the Uexcellence of the knowledge of ChristU… (Phil. 3:8)
	P8P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U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U … (빌 3:8)
	P2PThe Spirit of the LORD shall Urest upon HimU, the Spir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of the fear of the LORD… P4PBut with righteousness He shall judge the poor…UHe shall strike the earth...
	P2P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U강림하시리니U… P4P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U세상을 치며U[그분의 재림과 관련되어 이는 일들]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U악인을 죽일 것이며U (사 11:2-4)

	II. The 7-fold beauty of Jesus’ leadership (Rev. 5:12)
	P11PI heard the voice of many angels around the Throne, the living creatures, and the elders… P12Psaying with a loud voice: "UWorthyU is the Lamb who was slain to receive UpowerU and UrichesU and UwisdomU, and UstrengthU and UhonorU and UgloryU and Ub...
	P11P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P12P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U능력U과 부와 U지혜U와 힘과 U존귀U와 U영광U과 U찬송U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계 5:11-12)
	1. The challenge in understanding this passage is the word “receive.”  In what sense does Jesus receive? He will “receive” from the Father an unprecedented measure of favor and will “receive” the full obedience and cooperation from the kings of the ea...
	이 구절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도전이 되는 것은 “받으신다”는 단어이다. 예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전에 없던 분량의 호의를 “받으실” 것이며, 천년왕국 때에 땅의 왕들로부터 충만한 순종과 협력을 “받으실” 것이며, 그들은 자신의 국가적인 재원들을 이 일곱 영역에 있어 예수님께 기꺼이 드릴 것이다.
	2. Satan has challenged this 7-fold destiny of Jesus through history. The end-time Church will make a 7-fold prophetic decree about Jesus’ leadership as it exposes and prevails over the Antichrist’s lies (Rev. 13).
	사단은 예수님의 이 7가지 부르심에 대해 역사를 통해 도전해왔다. 마지막 때의 교회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한 7가지 예언적인 명령을 선포할 것이며, 이는 적그리스도의 거짓말을 밝히며 이길 것이다 (계 13장).
	P2PThe U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U, the Spirit of wisdom… (Isa. 11:2)
	P2P 그의 위에 U여호와의 영 U곧 지혜와 총명의 …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U강림하시리니U (사 11:2)
	P34PHe whom God has sent speaks… for God does not Ugive the Spirit by measureU. (Jn. 3:34)
	P34P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U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U (요 3:34)
	P17PMen shall be blessed in Him; Uall nations shall call Him blessedU. (Ps. 72:17)
	P17P …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U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U (시 72:17)

	P2PIn that day the UBranchU of the Lord [Jesus as Man] shall be UbeautifulU and UgloriousU. (Isa. 4:2)
	P2 P그 날에 여호와의 싹[인자이신 예수님]이 U아름답고U U영화로울U 것이요 … (사 4:2)
	P17PYour eyes will see the UKing in His beautyU… (Isa. 33:17)
	P17P 네 눈은 U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U[한글KJV: 아름다움 속에 있는 왕을] 보며 … (사 33:17)
	III. how to use revelation 5:12
	P24PThen comes the UendU [the Millennium], when He [Jesus] Udelivers the kingdom to GodU the Father, when He Uputs an end to all ruleU [hostile and evil authorities during the Millennium]…P28PNow when all things are made subject to Him [Jesus], then t...
	P24P 그 후에는 U마지막U[천년왕국]이니 그[예수님]가 U모든 통치[천년왕국 동안의 적대적이고 악한 권세]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U U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U … P28P 만물을 그[예수님]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U아들 자신도U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아버지]에게 U복종하게 되리니U 이는 U하나님이U 만유의 주로서 U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U이라 (고전 15:24-28)
	P10PThe 24 elders fall down…and Ucast their crownsU before the Throne… (Rev. 4:10)
	P10P 이십사 장로들이 … 엎드려 … U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U 이르되 (계 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