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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I.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마 5:20, 새번역) 내가 너희에게 말
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
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
이다.

(Mt 5:20, ESV) For I tell you, 
unless your righteousness 
exceeds that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마 7:21, 새번역)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
간다.

(Mt 7:21, ESV)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눅 22:28, 새번역) 너희는 내가 시련
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한 사람들
이다.

(Lk 22:28, ESV) "You are those 
who have stayed with me in my 
trials,



(눅 22:29, 새번역) 내 아버지께서 내
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
에게 왕권을 준다.

(Lk 22:29, ESV) and I assign to 
you, as my Father assigned to me, 
a kingdom,



(눅 22:30, 새번역)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의 열두 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Lk 22:30, ESV) that you may eat 
and drink at my table in my 
kingdom and sit on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마 25:31, 새번역) "인자가 모든 천
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
을 것이다.

(Mt 25:31, ESV)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then he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마 25:34, 새번역) 그 때에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
를 차지하여라.

(Mt 25:34, ESV)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who are blessed by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II.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늘나라
(The kingdom of heaven)



(요 17:14, 새번역)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
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
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
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Jn 17:14, ESV)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because they are not of the 
world, just as I am not of the world.



(요 17:15, 새번역) 내가 아버지께 비
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 가시
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
을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Jn 17:15, ESV) I do not ask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keep them from the 
evil one.



(요 17:16, 새번역) 내가 세상에 속하
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
하지 않았습니다.

(Jn 17:16, ESV) They are not of 
the world, just as I am not of the 
world.



14,16절 – 사탄이 통치하는, 사탄과
결탁된 세상

15절 –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나라”

구약 히브리어 – 말쿠트
신약 헬라어 – 바실레이아

왕에 의해 행사되는 지위, 권세, 통치권



하나님의 다스림 – God’s reign

하나님의 통치 – God’s rule

하나님의 통치권 – God’s sovereignty



(시 103:19, 새번역) 주님은 그 보좌
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
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Ps 103:19, ESV) The LORD has 
established his throne in the 
heavens, and his kingdom rules 
over all.



(시 145:11, 새번역) 성도들이 주님
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
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Ps 145:11, ESV) They shall 
speak of the glory of your 
kingdom and tell of your power,



(시 145:13, 새번역) 주님의 나라는 영원
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무
궁 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
겨 있다.) 

(Ps 145:13, ESV) Your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your 
dominion endures throughout all 
generations. [The LORD is faithful in 
all his words and kind in all his works.]



(단 2:37, 새번역) 임금님,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가는 왕이십니
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Dn 2:37, ESV) You, O king, the 
king of kings, to whom the God of 
heaven has given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might, and the 
glory,



(단 5:26, 새번역)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
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
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Dn 5:26, ESV) This is the 
interpretation of the matter: MENE, 
God has numbered the days of your 
kingdom and brought it to an end;



(눅 19:11, 새번역)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
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
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
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
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
기 때문이다.

(Lk 19:11, ESV) As they heard these 
things, he proceeded to tell a parable, 
because he was near to Jerusalem, and 
because they supposed that the kingdom 
of God was to appear immediately.



(눅 19:12, 새번역)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Lk 19:12, ESV) He said therefore, 
"A nobleman went into a far 
country to receive for himself a 
kingdom and then return.



III.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
다.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현재의 악한 세대
(This present age)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다가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마 12:28, 새번역) 그러나 내가 하나
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
다.

(Mt 12:28, ESV) But if it is by the 
Spirit of God that I cast out 
demons, then the kingdom of God 
has come upon you.



(마 12:29, 새번역) 사람이 먼저 힘 센 사
람을 묶어 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 갈 수 있느냐? 
묶어 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 갈 수 있
다.

(Mt 12:29, ESV) Or how can someone 
enter a strong man's house and 
plunder his goods, unless he first 
binds the strong man? Then indeed he 
may plunder his house.



(마 24:14, 새번역)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 때에야
끝이 올 것이다.

(Mt 24:14, ESV) And 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oclaimed 
throughout the whole world as a 
testimony to all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Already - 이미

Not yet - 아직



(골 2:15, 새번역) 그리고 모든 통치
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
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뭇 사람의 구경거
리로 삼으셨습니다.

(Col 2:15, ESV) He disarmed the 
rulers and authorities and put 
them to open shame, by 
triumphing over them in him.



D-day

V-day



D-day
Decision day

V-day
Victory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