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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천국이 있다

(There Are Three

Heavens)

20...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또 여기 있

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

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17:20, 21)

지난주, 천국은 두 나라로 나누어진

다는, 스베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

(Heaven and Its Wonders and He

ll) 4장, ‘천적 나라(天的, the celesti

al kingdom), 영적 나라(靈的, the

spiritual kingdom)’에 이어 오늘은

5장, ‘세 천국이 있다(There Are T

hree Heavens)’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 곧 주님이

그동안 감추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환히 보이시는 계시인 이 아케이나

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우리

영과 육(靈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로 완전히 다른 세 천국

이 있습니다. 가장 내적(inm

ost), 즉 세 번째인 삼층천 천국, 중

간, 즉 두 번째인 이층천 천국, 그리

고 가장 외적(outmost), 즉 첫 번째

인 일층천 천국입니다. 이들 세 천

국은 그 순서와 상호관계가 마치 사

람의 가장 높은 부위인 머리, 가운

데인 몸, 그리고 가장 낮은 발과 같

거나 상, 중, 하 삼층으로 된 집과

같습니다. 주님에게서 발산(發散)되

어 나오는 신성(神性, the Divine)도

같은 질서이며, 결과적으로 천국도

이 질서의 필요성을 따라 세 층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들(interiors, e

deeper levels), 이는 그의

마음(mind)과 기질(disposition, 성

향)에 속하는데, 또한 그 순서(orde

r, pattern)가 비슷합니다. 사람은

가장 안(inmost, central), 중간, 그

리고 가장 바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창조될 때, 신적 질서(神的,

Divine order, the whole divine de

sign)의 모든 것을 그 안에 담을 수

있게, 그래서 신적 질서의 형태 그

자체가 되도록, 그리고 결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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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국의 미니어처(miniature)가 되도

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 신적 디자인(the divine design)

의 모든 요소가 인간 안에 집약되어

있으며, 인간은 구조적으로 신적 디

자인 그 자체가 되도록 창조되었습

니다. 인간은 저마다 그 속 사람은

천국 모양(the likeness of heaven)

으로, 겉 사람은 세상 모양(the like

ness of earth)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고대인들은 인간을 일

컬어 일종의 소우주(小宇宙, a micr

ocosm)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

간은 내적으로(inward things)는 천

국을 표상하는 일종의 미니어처요,

소우주를 보여주는 일종의 거울로

창조되었으며, 그래서 이것이 주님

이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듭

남의 과정 내내 보살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런 연유로, 또한 사람은 그의 내

면(interiors, inner natures)과 관련,

천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사후

에는 천사들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그때 그가 어느 천국에 있을지는 그

가 생전에 받아들인 주님의 신적 선

과 진리에 따라 가장 내적 천국의

천사와 함께 하든지, 아니면 중간,

아니면 가장 외적 천국의 천사와 함

께 하든지가 결정됩니다.

주님에게서 나와서(flows in

from the Lord) 삼층천 혹

은 가장 내적 천국 안으로 수용되는

신성을 일컬어 천적(天的, celestial)

이라 하며, 그 결과 그곳 천사들을

천적 천사라 합니다. 주님에게서 나

와서 이층천 혹은 중간 천국 안으로

수용되는 신성을 일컬어 영적(靈的,

spiritual)이라 하며, 그 결과 그곳

천사들을 영적 천사라 합니다. 주님

에게서 나와서 일층천 혹은 가장 바

깥 천국 안으로 수용되는 신성을 일

컬어 자연적(自然的, natural)이라

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곧 이 천국

에서 자연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의 경우와 달리 그 안에 영적인 것

과 천적인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천국을 특별히 영적-자연적, 천

적-자연적이라 하며, 당연히 그 결

과, 이곳 천사들을 영적-자연적, 천

적-자연적 천사라고 합니다.

중간 혹은 이층천, 곧 영적 천국의

인플럭스(influx, 入流)를 받는 천사

들을 영적-자연적이라 하고, 가장

내적 혹은 삼층천, 곧 천적 천국의

인플럭스를 받는 천사들을 천적-자

연적이라 합니다. 영적-자연적 천사

들과 천적-자연적 천사들은 서로 구

별됩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같은 레

벨에 있기 때문에 한 천국을 이룹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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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천국마다 안과 밖이 있

습니다. 안에 있는 천사들을

내적 천사라 하고, 반면 밖에 있는

천사들을 외적 천사라 합니다. 천국

들, 곧 각 천국마다 그 안과 밖의

관계는 마치 사람에게 있어 의지적

인 것과 지적인 것 간 관계와도 같

습니다. 각 천국의 안은 사람의 의

지적인 것에, 밖은 사람의 지적인

것에 말이지요. 모든 의지적인 것은

나름 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하나가 다른 것 없이 존재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의지적인 것은 일종

의 불꽃에, 지적인 것은 거기서 나

오는 빛에 비유해도 되겠습니다.

천사들의 경우, 그들이 어느

천국에 있게 될지를 결정하

는 것은 그들의 내면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들의

내면이 주님을 향해 더욱 열려 있을

수록 그들은 더욱더 내적 천국에 있

기 때문입니다. 모든 천사와 영 및

사람은 그 내면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열린 사

람들은 가장 내적 천국에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열렸거나 단지 첫

번째만 열린 사람들은 각각 중간 천

국 및 가장 바깥 천국에 있습니다.

내면은 신적 선과 신적 진리를 받아

들임으로써 열립니다. 신적 진리에

감동되는 즉시 그것을 생활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의지

와 그로 인한 행위 가운데 받아들이

는 사람들은 가장 내적 천국인 삼층

천에 있으며, 그곳에서도 진리에 대

한 애정으로부터 오는 선을 받아들

이는 정도에 따라 그들의 자리가 정

해집니다. 진리를 의지 안으로 즉시

받아들이는 대신 일단 기억을 거쳐

이해력 안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나중에 그 진리를 의도하고 행하는

것도 이해가 되어야만 하는 사람들

은 중간 천국인 이층천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살고, 나름 신도

믿고, 그러면서도 배우는 일엔 거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가장 바깥 천

국인 일층천에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로 미루어 분명한 것은,

내면의 상태가 천국을 만들며, 천국

은 모든 사람 안에 있고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르치신 것입니다.

20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

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

이 아니요 21또 여기 있다 저기 있

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17:2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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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모든 완전함은 내적

으로는 증가하고, 외적으로

는 감소합니다. 내적인 것은 신성에

더 가깝고, 그 자체로 순수하지만,

반면, 외적인 것은 그만큼 더 신성

으로부터 멀며, 그 자체로 탁하기

때문입니다. 지성, 지혜, 사랑 및 모

든 선과, 그로 인한 행복 등, 이 모

든 것이 천사의 완전함을 이루는 것

이며, 이런 것을 떠난 행복은 행복

이 아닌데, 그런 행복은 내적(intern

al, depth)이지 않고 대신 외적(exte

rnal, superficial)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내적 천국의 천사들은 그 내면

이 셋째 단계로 열려 있기 때문에,

그들의 완전함, 완벽함이, 그 내면이

둘째 단계로 열린 중간 천국 천사들

의 완전함을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초월합니다. 이들 중간 천국 천사들

의 완전함 또한 같은 식으로, 가장

외적 천국 천사들의 완전함을 그만

큼 초월합니다.

이런 구분 때문에, 어느 한

천국의 천사는 다른 천국

천사들한테 갈 수 없습니다. 즉 아

무도 자기가 있는 천국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갈 수도, 아무도 더 낮은

데로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 더 낮

은 천국에서 올라온 천사는 심지어

괴롭기까지 한 고통에 사로잡히며,

그곳의 천사들을 볼 수도, 심지어

그들과 말을 할 수도 없습니다. 반

면, 더 높은 천국에서 내려간 천사

는 자기의 모든 지혜를 빼앗기며,

말을 더듬고, 절망에 빠집니다.

천사들의 내면이 천국을 이룬다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한, 가장 바깥

천국 천사들이 몇 있었습니다. 그들

은 믿기를, 자기들이 더 높은 천사

들이 있는 데로 들어가기만 하면 더

높은 하늘의 행복 가운데 들어가리

라 믿었습니다. 그들은 허락을 받아

그런 천사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

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거기 있게

되었을 때, 그들은 아무도 볼 수도,

심지어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거기

엔 구름같이 많은 천사들이 있었는

데도 말이지요. 그들의 내면이 거기

있는 천사들의 내면과 같은 단계로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시야

또한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곧

그들은 엄청난 심적 고통에 사로잡

혀 자기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

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서 그들은 황급히 자기들이 갔던 그

천국을 탈출, 자기들과 같은 천사들

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후, 다시는

자기들의 생명과 맞지 않는 더 높은

것을 바라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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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는 이번엔 더 높은 천국에

서 더 낮은 천국으로 내려간 천사들

을 몇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

신들의 지혜를 모두 빼앗겨 자신들

이 어느 천국에서 왔는지조차 모를

지경이 되었습니다.

종종 주님이 더 낮은 천국 천사들

몇을 들어 올려 더 높은 천국의 영

광을 볼 수 있도록 하실 때는 또 사

정이 다릅니다. 그럴 때는, 그들은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어 중간 천국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그들이 방문한

천국 천사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로 분명한 사실은, 세

천국은 서로 완전히 다르다 구분된

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천국에 있는

천사들끼리는 거기 있는 누

구와도 교제, 교류가 가능합니다. 다

만 그 교제의 기쁨은 그들이 받아들

인 선의 연대감, 즉 선의 종류가 비

슷할수록 커지며, 이에 대해서는 이

어지는 장에서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천국들이 이렇게 달라서 한 천국 천

사가 다른 천국 천사와 교

류할 수 없을 정도지만, 그

러나 주님은 모든 천국을 직, 간접

입류(入流, influx)를 통해 하나로 묶

으십니다. 하나 되게 하십니다. 직접

입류는 주님에게서 직접 나와 모든

천국으로 흘러드는 것이고, 간접 입

류는 한 천국에서 다른 천국으로,

즉, 순서대로 천국을 거쳐 흘러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해서 세 천국을 하나

로 만드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는 것은 불가능합니

다. 중간들을 통해 처음 되신 분, 근

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지 않은 것은

그게 무엇이든 존재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소멸되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단계라는 것이 어떻게 신적

질서와 관련되는지를 아는

사람만이 어떻게 천국들이 서로 구

별되며, 심지어 사람의 내면과 외면

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

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적이다,

외적이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더 높다, 더 낮다라는 게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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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

게 무슨 더 순수한 것에서 더 탁한

것으로 이어지는 어떤 연속적인 건

가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것

과 외적인 것 사이 관계는 연속적인

게 아니라 불연속적입니다.

단계에는 두 종류, 연속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연속적

단계는 마치 밝은 불꽃이 어두워지

는 빛의 감소와도 같고, 빛 가운데

있던 사물이 어두운 데로 이동할

때, 우리 시력의 감소와도 같으며,

대기 중 순도가 바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런

단계는 거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2] 한편, 연속적이지 않고 따로따

로인 단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과 후라든지, 원인과 결과, 그리고

생산자와 생산물 같은 그런 것입니

다. 이런 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모든 주님 지으

신 피조 세계에는 이런 것, 곧 생산

과 조성의 단계, 곧 처음에서 두 번

째,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등등이 나

오는, 그런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3] 사람이 단계라는 것에 대한 이

런 퍼셉션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까

지는 그는 절대 천국들 사이 차이,

사람의 내적, 외적 역량 간 차이, 그

리고 영계와 자연계 간 차이, 사람

의 영육 간 차이도 이해 못 합니다.

그는 또한 상응(correspondence)과

표상(representation)의 본성과 근원

도, 입류의 본성도 마찬가지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감각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들을

이해 못 합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

런 단계, 곧 불연속 단계에 관한 것

조차 그 증감을 연속이라는 개념으

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

떤 영적인 것을 그저 단지 더 순수

한 자연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

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참된 지성

으로부터 멀리 바깥에 아웃사이더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지금까지는 단계라

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어서 사람들에게 감추어졌던,

세 천국 천사들에 관한 어떤 아케이

나를 이제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

다.

모든 천사와 또한 모든 사람에게는

가장 내적인, 가장 높은 단계가 있

으며, 이곳으로 주님의 신성이 가장

먼저, 가장 내밀하게 유입되고, 거기

서부터 단계적 순서를 따라 그의 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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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내면들이 배열됩니다. 이 가장

내적인, 가장 높은 단계를 가리켜

주님이 천사 또는 사람에게 들어가

시는 문이라 하며, 그 안에 거하시

는 주님만의 처소라 할 수 있습니

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바로 이 가장

내적인, 가장 높은 단계가 있기 때

문이며, 이것 때문에 사람은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동물에

게는 이 단계가 없기 때문인데 이

단계로 인해, 동물과 달리 사람은

주님에 의해 마인드(mind)와 의식(d

isposition)의 내면이 주께로 고양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가 있

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감화될

수 있으며, 그 결과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지성과 지혜를 받고,

합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

다.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도 이 단

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내밀한 곳에 주께서 무엇을 갖

추어 두셨고, 공급하시는지는 그 어

떤 천사도 감지할 수 없습니다. 이

는 천사의 생각과 지혜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세 천국에 관한 일

반적인 진리들이며, 이어지

는 내용들에서 각 천국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다루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 몇 주 연속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은 예를 들면, 우리가 호주라는

나라에 살러 갈 때, 그 나라의 전반,

그러니까 국가 상징, 자연, 역사, 언

어, 인종, 정치, 경제, 행정구역, 외

교, 교통, 문화 등을 먼저 학습하듯

천국에 대해 학습하는 것입니다. 천

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 그 뼈

대를 구성하는 중요한 것들을 말이

지요.

그동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던 천

국과 많이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성경에 나오는 천국 관련 부

분들을 겉 글자, 즉 기록된 문자 그

대로 해석하여 우리 지상 생활 경험

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 그러므로

천국도 대략 이런 곳일 것이다 해석

했기 때문입니다. 즉 가본 적도 없

는 호주라는 나라를 대한민국에서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

하는 식이었다면, 반면, 지금 접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그런 게 아니라

250년 전 스베덴보리라는 사람이 주

님의 선택 및 허락하심을 받아 27년

간 천국을 비롯, 영계 체험을 하면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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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남긴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간증

이요, 보고서입니다. 마치 요한이 계

시록을 남기듯 말이지요. 호주라는

나라를 직접, 그것도 수십 년간 그

곳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핀 사람이

남긴 기록을 통해 호주라는 나라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도 주님

의 명령에 의해서 말입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 거짓 메시지와

교주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라 많이

경계하고 조심하고자 하는 태도는

바람직하나 주님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

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

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

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14:11)

하신 것처럼, 시선을 천국에 고정하

시면 이 모든 내용이 참임을, 참으

로 주님으로 말미암았음을 아시게

됩니다.

부디 주님의 빛을 구하시며 이 원고

를 여러 번 읽어 내면이 활짝 열리

시기를, 스베덴보리가 주님의 명령

을 따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남

긴 이 기록들 그 어디에 요만큼의

사사로움이나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

하게 함이 있는지를 살필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내용 전반에 두

껍게 스며 있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게 되시기를, 부디 인터

넷에 떠도는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아

닌, 본인이 직접 스베덴보리의 저작

들을 읽어보시기를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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