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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ven Churches: Called to Overcome (Rev. 2-3)                

일곱 교회들: 이기라는 부르심을 받음 (계 2-3 장) 
I. REVIEW: MESSAGE OF THE BOOK OF REVELATION  

복습: 계시록의 메시지  

A. The book of Revelation is called the revelation of Jesus because it reveals the majesty of His heart 

and leadership in His plan to transition the earth to the age to come. Secondly, it is a book about 

events that take place in His end-time plan to purify the Church, bring in the harvest, and replace evil 

governments. The main point in Revelation is to reveal the Man behind the plan.    

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이것이 역사를 다가올 

세대로 전화시키는 그분의 계획 안에 담긴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위엄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 책은 교회를 정화시키고, 추수를 가져오며, 이 땅의 모든 악한 정부를 

교체시키시는 그분의 마지막때 계획 안에 발생하게 될 사건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1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Jesus] to show His servants—things 

which must shortly take place. He sent and signified it by His angel to…John… (Rev. 1: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 1:1) 

In Revelation 1-3, John shared a vision highlighting 30 descriptions of Jesus’ majesty, ministry, and 

personality, and 18 eternal rewards. Each description and reward communicates a specific insight 

into Jesus that is necessary in equipping the Church to overcome compromise. We identify the 30 

descriptions from Jesus’ titles, names, appearance, actions, and clothing.  

계시록 1-3 에서 요한은 경험한 환상에 대해서 알려주며 예수님의 위엄, 사역 그리고 

성품에 대한 30 개의 상세한 묘사 (1 장: 24 개, 2-3 장: 6 개)와 18 가지의 상급들에 대해 

조명 해준다. 각 묘사와 상급은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통찰력을 주어 교회로 하여금 타협을 

극복하고, 핍밥을 견디고, 예수님과 함께 큰  마지막때 드라마에 파트너로 동참하는데 

집중케 하는데 필수적인 것들을 소통하고 있다.  
 

B. Revelation chapters 1 and 19 contain two of the most glorious descriptions of Jesus in the Bible.  

They describe who He is (how He thinks and feels) and what He does in His end-time plan.  

계시록 1 장과 19 장은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묘사들을 담고있다.  

이것은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때 

계획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묘사한다. 
 

C. Jesus will come only in the context of a prepared Bride walking in deep unity with the Spirit.  

예수님은 준비된 교회와 성령과의 깊은 연합으로 움직이는 맥락 안에서만 오실 수 있다.  

7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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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We must understand Jesus’ message to the seven churches. It is His instruction on what the 

overcoming Church looks like. In Revelation 1-3, we see truths that Jesus wants emphasized to 

prepare His Church to be used in the greatest revival in history—the end-time revival. He gives us a 

picture of what He wants in the Church and defines the quality of love and spiritual maturity that be 

the Church will need to overcome in the face of great temptation and persecution.  

우리는 반드시 일곱 교회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해야만 한다. 이것은 이기는 

교회가 어떠한 모습 일지에 대한 주님의 가르치심이다. 계시록 1-3 장에서, 우리는 역사상 

가장 큰 부흥-마지막 때 부흥으로 사용될 그분의 교회를 준비하시고자 강조하시길 

원하신다는 진리를 우리로 보게한다.  그분은 교회에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한 그림과 

교회가 가장 큰 유혹과 핍박을 당면하게 될 때에 이기기 위해서 필요하게 될 사랑의 질과 

영적인 성숙함을 정의해준다.  

 

II. HOW TO APPLY THE 7 LETTERS: 4 WAYS 일곱 편지들을 적용하는 방법: 4 가지  

A. Individually: The letters were written to inspire wholeheartedness in individuals. 

개인적으로: 이 편지들은 개인들에게 전심의 삶을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해 쓰여졌다.   

 
B. Historically: The letters were first written to seven actual churches in John’s generation to address 

their spiritual condition and to encourage them. Some see parallels of the spiritual conditions of the 

seven churches of Asia in the first century to the spiritual conditions of successive periods in church 

history. I am not sure this can be substantiated, but it is possible.  

역사적으로: 먼저 이 편지들은 요한의 세대에 실제하던 일곱 교회들에게 영적인 상태와 

그들을 고무시키기 위해서 쓰여졌다. 어떤 이들은 1 세기에 있었던 아시아의 일곱교회의 

영적상태를 교회 역사의 연속되는 기간의 영적상태와 평행으로 본다. 나는 이것이 입증되어 

질 수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C. Universally: The letters were to benefit all churches throughout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They were written to equip local churches to walk corporately in these truths together. Jesus spoke to 

individuals (“he” who has an ear), then applied it to a group (“churches”).  

우주적으로: 이 편지들은 2000 년 교회 전체에 모든 교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것들은 이러한 진리들을 공동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지역교회들을 무장하기 위해 

쓰여졌다.  예수님은 개인들에게 말씀하셨고(귀 있는 “자”), 그리고 그룹들(“교회들”)에게 

이것을 적용하셨다. 

7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Rev.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7) 

 
D. Eschatologically: The letters are to prepare the end-time Church for the events of Revelation 6-19.  

종말론적으로: 이 편지들은 계시록 6-19 의 사건들을 위해 마지막때 교회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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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STUDYING THE 7 LETTERS: COMMON ELEMENTS  

7 개 편지들을 공부하기: 공통적인 요소들 

A. Revelation of Jesus: Each message begins with Jesus highlighting specific aspects of His majesty 

that the churches needed to equip them to overcome persecution and specific temptations.  

예수님에 대한 계시: 각 메시지들은 교회가 핍박과 특별한 유혹들을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무장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예수님의 장엄하심의 상세한 측면들을 조명함으로 

시작한다.  

 
B. Historical context: it is important to gain information about the situation with which each church was 

challenged politically, economically, and spiritually. Jesus strategically selected these seven, 

knowing they would give prophetic insight into preparing the end-time Church. 

역사적 문맥: 각 교회가 정치적, 경제적, 영적으로 도전을 받았던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예수님은 전략적으로 일곱교회를 선택하셨는데 그들이 마지막때 

교회를 준비하는 예언적인 통찰력을 줄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C. Affirmation for faithfulness: Jesus gave His affirmations before His corrections (Ephesus, 

Pergamos, and Thyatira). Two churches received no affirmation (Sardis and Laodicea).  

충성됨에 대한 칭찬: 예수님은 그분의 책망을 주시기 전에 그분의 칭찬을 주셨다 (에베소, 

버가모, 그리고 두아디라). 두 교회들은 칭찬을 받지 않았다 (사데와 라오디게아). 
 

D. Corrected for compromise: Jesus highlighted six temptations: immorality and idolatry (Rev. 2:14, 

20), holding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Rev. 2:15), leaving their first love (Rev. 2:4), having a 

name of being spiritually alive but being spiritually dead (Rev. 3:1), and lukewarmness (Rev. 3:16). 

Two churches did not receive correction from Jesus (Smyrna and Philadelphia). The compromises He 

emphasized most were immorality, idolatry, and passivity.  

타협을 책망하심: 예수님은 6 가지 유혹들을 조명하셨다: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 (계 

2:14,20),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지닌 것 (계 2:15), 첫 사랑을 떠난것 (계 2:4),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영적으로 죽은 것 (계 3:1), 그리고 미지근함 (계 3:16). 두 

교회들은 예수님으로 부터 책망을 받지 않았다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그분이 가장 

강조하셨던 타협들은 성적 부도덕, 우상숭배, 그리고 수동성이다.    
 

E. Exhortation to respond: Jesus gave actions that He required them to take, often with an element of 

warning. He warned them the most about fear (of persecution and rejection).  

반응하라는 권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취할 행동들을 요구하셨는데, 경고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그분은 (핍박과 거절에 대한)두려움에 대해서 그들을 가장 많이 경고하였다.  
 

F. Promise for overcomers: Jesus’ promises are an incentive for diligent faithfulness to Him— most 

will have their greatest fulfillment in the Millennium. Insight into them help equip us to stand in 

pressure. Jesus promised us 18 eternal rewards in Revelation 2-3 (2:7, 10, 17, 26; 3:5,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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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는 자들을 위한 약속: 예수님의 약속들은 그분을 향한 부지런한 신실함에 대한 

보상들이다. 대부분의 약속들은 천년왕국에서 최대로 성취될 것들이다. 그것들에 대한 

통찰력은 압박 속에서 우리를 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수님은 계 2-3 장에서 18 개의 

영원한 상급들을 약속하셨다 (계 2:7,10,17,26;3:5,12,21)   

Jesus was speaking to believers who had already received the free gift of salvation. He was calling 

believers to live in a way to receive heavenly rewards.  

예수님은 구원의 선물을 이미 거져로 받은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은 하늘의 상급들을 받을 수 있는 길에서 살라고 믿는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  

 
We receive salvation (justification) as a free gift, based on Jesus’ worthiness (Eph. 2:8-9). Heavenly 

rewards are given according to the works that we do as our response of love and gratitude to Jesus for 

giving us so great and free a salvation. There will be a difference in the measure of glory of each 

one’s reward (1 Cor. 15:41-42).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에 근거하여 무료 선물로 구원(칭의;의롭다 칭함받음)을 받았다 (엡 

2:8-9). 하늘의 상급은 우리에게 이토록 위대한 구원을 값없이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반응으로 우리가 행한 일들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다. 각자의 

상급에는 다른 차원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고전 15:41-42) 
 

G. The exhortation that Jesus repeated the most in His earthly ministry was the call to have ears to hear 

what the Spirit is saying. This is written 16 times (8x in the gospels and 8x in Revelation: Mt. 11:15; 

13:9, 43; Mk. 4:9, 23; 7:16; Lk. 8:8; 14:35; Rev. 2:7, 11, 17, 29; 3:6, 13, 22; 13:9).  

예수님이 이 땅의 사역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권면은 귀있는 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부르심이다. 이것은 16 번이나 쓰여졌다 (복음서: 8 번, 계시록: 8 번- 마 

11:15; 13:9, 43; 막 4:9, 23; 7:16; 눅 8:8; 14:35; 계 2:7, 11, 17, 29; 3:6, 13, 22; 13:9).    

7He who has an ear, let him hear what the Spirit says to the churches. (Rev. 2: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 2:7) 

H. “The angel to the church” refers to the apostolic leader over each church. The word angel is angelos 

in Greek. The word refers to an angelic or human messenger (Lk. 7:24, 27; 9:52). It was translated 

“messenger” when referring to John the Baptist (Mt. 11:10). The messenger’s responsibility was to 

guard the message and not let it be distorted through compromise, fear, or neglect.  

“교회의 사자들(천사들)”은 각 교회 위에 있는 사도적 리더들을 언급한다. 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angelos 다. 이 단어는 천사 또는 인간 메신저를 말한다(눅 7:24, 27; 9:52). 이 

단어는 세례 요한을 언급할 때 “메신저”로 번역된다(마 11:10).  메신저의 책임은 메시지를 

보호하고 타협, 두려움, 또는 나태함 등을 통해서 이것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IV. EPHESUS: RETURNING TO OUR FIRST LOVE (REV. 2:1-7)  

에베소: 첫 사랑으로 돌아가기 (계 2:1-7) 

A. The primary message: the church of Ephesus was affirmed for their diligent work and perseverance in 

standing for truth, but corrected for lacking love for Jesus in their lab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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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근면한 사역과 진리를 위해 굳게 인내함으로 칭찬을 

받았다. 하지만, 그들의 사역들에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부족함에 대해 책망 받았다.   

1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Ephesus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holds the seven stars in 

His right hand, who walks in the midst of the seven golden lampstands…” (Rev. 2:1)            에베소 
교회의 사자(메신저)에게 편지하라 (기록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계 2:1) 

B. Jesus affirmed their perseverance in their labor and standing for truth (v. 2, 6).  

예수님은 사역에서의 인내함과 진리를 위해서 굳게 서는 것으로 이들을 칭찬하셨다.  

2I know your works, your labor, your patience [perseverance], and that you cannot bear those who 

are evil. And you have tested those who say they are apostles and are not, and have found them 

liars… (Rev.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 (견딤)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 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계 2:2) 

C. Jesus corrected them for neglect in cultivating their first love for God (v. 4). He exhorted them to 

remember, repent, and act in the ways that they had in their former days (v. 5). He promised them a 

place “in the midst” of the paradise in the New Jerusalem (v. 7).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첫사랑을 경작하는 것에 나태하였던 그들을 책망하셨다 

(4 절). 그분은 그들의 초창기에 가졌던 방법으로 기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행하기를 

권면하셨다 (5 절). 그분은 새 예루살렘에서 낙원의 중간에 그들을 두실 것을 약속하셨다 

(7 절)   

4Nevertheless 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5Remember therefore from 

where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first works…7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to eat 

from the tree of life,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Paradise of God. (Rev. 2:4-7)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기억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7…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계 2:4-7)  

 
V. SMYRNA: FAITHFULNESS IN SUFFERING (REV. 2:8-11)  

서머나: 고통 가운데서 충성함 (계 2:8-11) 

A. The primary message: the church of Smyrna was called to continue to walk in the grace of 

fearlessness and faithfulness in persecution.  

주요 메시지: 서머나 교회는 핍박 속에서 두려움 없음과 충성됨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걸으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B. Jesus’ revelation of Himself: He is the First, the source of all blessing, and the Last in seeing the end 

of all things. Therefore He can assure us that all His promises will come to pass. As a man, He died 

and came to life. Having suffered when He was cruelly killed, He understood their suffering in 

persecution, but He had prevailed with power, knowing the way to full vic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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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분은 모든 축복의 근원되시는 처음이자, 그리고 모든 것들의 

끝을 보시는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그분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인간으로서 그분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잔인하게 고통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핍박 속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셨지만, 그분은 온전한 승리로 가는 길을 아심으로 능력으로 

승리하셨다.  

8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myrna write, “These things says the First and the Last, who 

was dead, and came to life…” (Rev. 2:8) 서머나 교회의 사자(메신저)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계 2:8) 

C. Jesus affirmed their love and perseverance in persecution (v. 9) and exhorted them not to fear (v. 10). 

He gave them no correction and promised them authority over the nations (v. 11). 예수님은 핍박 

속에서의 그들의 사랑과 견뎌냄을 칭찬하셨고(9 절) 두려워 하지 말라고 권면하셨다(10 절). 

그분은 그들에게 책망을 주시지 않고 열방을 다스릴 권세를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11 절).  

9I know your works, tribulation, and poverty (but you are rich)…10Do not fear any of those 

things which you are about to suffer. Indeed, the devil is about to throw some of you into 

prison…be faithful until death, and I will give you the crown of life...11He who overcomes 

shall not be hurt by the second death. (Rev. 2:8-11) 

 9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10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11…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계 2:8-11) 

 
VI. PERGAMOS: A CHURCH WITH COMPROMISE (REV. 2:12-17)  

버가모: 타협하는 교회 (계 2:12-17) 

A. The primary message: the church of Pergamos was affirmed for their faithfulness in not yielding to 

fear in persecution and called to refuse to yield to sin in the midst of a perverse culture. They were to 

stand up against Balaam’s false teaching that allowed immorality and idolatrous feasts. 

주요 메시지: 버가모 교회는 핍박가운데서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들었고, 더러워진 문화 가운데서 죄에 항복하지 말라는 부르심을 받았다. 그들은 발람의 

거짓 교훈에 대항하여 견고히 서라는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성적 부도덕과 우상숭배의 

향연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B. Jesus’ revelation of Himself: He has the two-edged sword (v. 12). This emphasizes His zeal to 

intervene against the evil government of the Roman Empire as well as sin in the church. There are 

five references to Jesus’ sword (Rev. 1:16; 2:12, 16; 19:15, 21). Four times it refers to the sword of 

His mouth. When He speaks, the Spirit releases the sword of judgment on His ene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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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분은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이시다(12 절). 이것은 악한 

로마제국 정부와 뿐만아니라 교회안에 죄들에 대해서 개입하시는 그분의 열정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검에 대한 5 개의 성경구절들이 있다(계 1:16; 2:12, 16; 19:15, 21). 그분의 

입을 검이라고 언급한 것이 4 번이다. 그분께서 말씀하실때 성령께서 그분의 원수들에게 

심판의 검을 보내신다. 

12To…the church in Pergamos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has the sharp two-edged 

sword…” (Rev. 2:12)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계 2:12) 

C. Jesus affirmed their faithfulness in not yielding to fear in the midst of persecution (v. 13).  

예수님은 그들이 핍박 중에서도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은 충성됨을 칭찬하셨다(13 절).  

13I know your works…you hold fast to My name, and did not deny My faith even in the days in 

which Antipas was My faithful martyr, who was killed among you, where Satan dwells. (Rev. 

2:13)…내가 아노니…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것에서 죽임을 당할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계 
2:13)  

D. He corrected their compromise in tolerating immorality and idolatry (v. 14). He exhorted them to 

repent (v. 16) and promised them hidden manna and a white stone (v. 17). 그분은 그들의 

(성적)부도덕과 우상숭배를 관용하여 타협했던 것을 책망하셨다 (14 절).   

14But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because you have there those who hold the doctrine of 

Balaam, who taught…to eat things sacrificed to idols, and to commit sexual immorality… 
16Repent, or else I will…fight against them with the sword of My mouth…17To him who 

overcomes I will give some of the hidden manna to eat. And I will give him a white stone, and 

on the stone a new name written which no one knows except him who receives it. (Rev. 2:14-

17)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15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16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17…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 2:14-17)   

E. Augustine said, “Lust yielded to becomes a habit, and a habit not resisted becomes necessity 

[addiction].” 어거스틴은 “정욕이 습관이 되도록 한다면, 습관은 필수적인 것(중독)이 되어도 

저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VII. THYATIRA: COMMITTED, YET TOLERATING IMMORALITY (REV. 2:18-29)  

두아디라: 헌신됨, 그러나 성적부도덕을 용인함 (계 2:18-29) 

A. The primary message: the church of Thyatira was commended for their love and ministry, but warned 

not to tolerate Jezebel who promoted immorality and idol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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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메시지: 두아디라 교회는 그들의 사랑과 사역에 관하여는 칭찬을 들었지만, 

성적부도덕과 우상숭배를 촉진했던 이사벨을 용인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다. 

    
B. Jesus’ revelation of Himself: the Son of God with eyes of fire and feet like brass. Being the Son of 

God emphasizes His deity and power to withstand Jezebel. His eyes being like fire speak of His love 

for His people and His judgment, or zeal to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His feet like brass speak of 

judgment against sin. He promises to tread down all that is identified with Jezebel.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과 이사벨을 저지하는 능력을 강조하신다. 불꽃같은 그분의 눈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는 

그분의 심판, 또는 열정을 말한다. 빛난 주석같은 그분의 발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그분은 이사벨과 동일시 되는 모든 것을 짓밟으실 것을 약속하신다.  

18To…the church in Thyatira write, “These things says the Son of God, who has eyes like a 

flame of fire, and His feet like fine brass…” (Rev. 2:18)   

두아디라 교회…편지하라,”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계 2:18) 

C. Jesus releases either the fire of grace or the fire of judgment, depending on how His people respond to 

His leadership.  

예수님은 은혜의 불 또는 심판의 불을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리더십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푸신다.  
 

D. Jesus affirmed their ministry, love, service, faith, and perseverance in persecution (v. 19).  

예수님은 예수님은 그들의 사역, 사랑, 섬김, 믿음 그리고 핍박중에도 인내함을 칭찬하셨다.   

19I know your works, love, service, faith, and your patience [perseverance]… (Rev. 2:19)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계 2:19) 

E. He corrected their toleration of idolatry and immorality—lacking in moral purity—(v. 20) and 

warned of His discipline (v. 21-23). To overcomers, He promised power over the nations (v. 26). 

그분은 우상숭배와 성적부도덕을 용인한 것에- 도덕적 순결함의 결여- 대하여 

책망하셨고(20 절) 그분의 훈육으로 경고하셨다(21-23 절). 이기는 자들에게 열방을 

다시리는 권세를 약속하셨다(26 절).     

20Nevertheless I have a few things against you, because you allow [tolerate] that woman 

Jezebel… to teach and seduce My servants to commit sexual immorality…21I gave her time to 

repent of her sexual immorality, and she did not repent. 22I will cast her into a sickbed, and 

those who commit adultery with her into great tribulation, unless they repent…23I will kill her 

children with death…26He who overcomes, and keeps My works until the end, to him I will 

give power over the nations... (Rev. 2:20-26)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몇 가지가)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허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21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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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23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26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계 2:20-
26) 

F. Believers are sometimes made sick and even die under God’s judgment. God’s discipline includes 

Satan being permitted to make the unrepentant sick (1 Cor. 5:1-5; 11:30-32).  

믿는 자들은 가끔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아프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훈육은 (하나님으로 부터)허가된 사탄이 회개치 않는 자들을 아프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30For this reason many are weak and sick among you, and many sleep [died].  
31If we…judge ourselves, we would not be judged. 32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chastened 

[disciplined] by the Lord, that we may not be condemned [go to hell] with the world. (1 Cor. 

11:30-32)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1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판단하였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훈육)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지옥에 감)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1:30-32) 

  
1It is reported that there is sexual immorality among you…5deliver such a one to Satan for the 

destruction of the flesh, that his spirit may be saved in the day of the Lord... (1 Cor. 5:1-5)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5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고전 5:1-5) 

 
VIII. SARDIS: REPUTATION WITHOUT SPIRITUAL SUBSTANCE (REV. 3:1-6)  

        사데:영적 실체없이 명성만 있음 (계 3:1-6) 

A. The primary message: the church of Sardis was called to repent of their spiritual passivity.  

주요 메시지: 사데 교회는 영적인 수동성을 회개할 것에 대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B. Jesus’ revelation of Himself: He has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stars. He will release the 

seven-fold diverse ministries of the Spirit to them (Isa. 11:2) and will hold His people in His hands, 

which speaks of being deeply involved in their life and ministry.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분은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7 중 사역들을 그들에게 푸실 것이고, 그들의 생명과 사역에 깊게 

연관되어 계심을 말하고 있는 그분의 손으로 그분의 백성들을 붙잡으실 것이다.   

1To the angel of the church in Sardis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has the seven Spirits of 

God and the seven stars…” (Rev. 3:1)  

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계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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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esus gave them no affirmation, but corrected their spiritual passivity and lukewarmness (v. 1).  They 

had a reputation of being spiritually alive, but lacked a sense of the Spirit’s presence and inspiration 

in their life. He exhorted them to be watchful and strengthen the things that remained (v. 2) as they 

remembered and repented (v. 3). He promised them white garments, that He would not blot their 

names out of the book of life, and that He would confess them before the Father (v. 5).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칭찬은 없고, 그들의 영적인 수동성과 미지근함을 책망하셨다 

(1 절). 그들은 영적으로 살았다하는 명성을 가졌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임재와 

영감에 대한 민감성이 부족하였다. 그분은 그들에게 깨일 것과 그들에게 기억하고 

회개함(3 절)으로  남아 있는 것(2 절)을 강건케 하라고 권면하셨다. 그분은 흰 옷과 

그분께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것과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시인할 것을 

약속하셨다(5 절).  
 

1I know your works, that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2Be watchful, and 

strengthen the things which remain…3Remember how you have received and heard; hold fast and 

repent…5He who overcomes shall be clothed in white garments, and I will not blot out his name 

from the book of life; but I will confess his name before My Father…” (Rev. 3:1-5)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 너는 일깨워 그 
남은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3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 3:1-5) 

 
IX. PHILADELPHIA: FAITHFULNESS UNTO ETERNAL REWARDS (REV. 3:7-13)  

빌라델비아: 영원한 상급에 대해 충성됨 (계 3:7-13)  

A. The primary message: the church of Philadelphia was affirmed for their faithfulness to Jesus. 

주요 메시지: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 대하여 칭찬을 받았다.  

 
B. Jesus’ revelation of Himself: He who is holy and true and who has the key of David. Jesus is holy or 

transcendent (infinitely superior to all). Thus He is worth whatever it costs to love and obey Him. He 

is true, reliable in His extravagant promises (Rev. 3:12). He has the key of David, which includes 

being the heir of all the promises that God gave David, having great authority.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신 이.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또는 초자연적(모든 것에 무제한적으로 우세함) 이시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던 그분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가치가 있다. 그분은 진실하시며, 그분의 화려한 

약속들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분이시다 (계 3:12). 그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큰 권위를 가진 다윗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상속자 되심을 포함하는 것이다.        

7To…the church in Philadelphia write, “These things says He who is holy, He who is true, He 

who has the key of David, He who opens and no one shuts…” (Rev. 3:7)  

빌라델비아 교회…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계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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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esus affirmed their faithfulness to obey in the face of temptation and great persecution (v. 8).  

He gave them no correction, but exhorted them to hold fast, to continue to persevere (v. 11). He 

promised to make them a pillar in God’s temple and to write on them God’s name (v. 12).   

예수님은 유혹과 큰 핍박을 대면함에도 순종하였던 그들의 충성됨을 칭찬하셨다(8 절). 

그분은 그들에게 책망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들의 가진 것을 굳게 하라는 것과 인내하길 

계속하라고 권면 하셨다(11 절).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을 기둥되게 하실 것과 

그것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을 약속하셨다(12 절).   

8I know your works…for you…have kept My word, and have not denied My name…11Hold 

fast what you have, that no one may take your crown. 12He who overcomes, I will make him a 

pillar in the temple of My God…and I will write on him the name of My God and the name of 

the city of My God, the New Jerusalem… (Rev. 3:8-12)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11…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계 3:8-12) 

 
X. LAODICEA: SPIRITUAL PRIDE AND LUKEWARMNESS (REV. 3:14-22)  

라오디게아: 영적인 교만과 미지근함 (계 3:14-22) 

A. The primary message: the church of Laodicea was promised deeper fellowship with God and 

authority in His eternal kingdom if they zealously repented of their lukewarmness.  

주요 메시지: 라오디게아 교회는 만약 그들이 그들의 미지근함을 열심을 다해 회개한다면,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와 그분의 영원한 왕국에서의 권세를 약속 받았다.   
 

B. Jesus’ revelation of Himself: He is the Amen because His promises are sure, and the Faithful Witness 

because what He speaks is reliable as He revealed their failures (v. 15-17) and promises (v. 20-21). 

He is the beginning of creation, being the First Cause and having all authority over it.  

예수님 자신에 대한 계시: 그분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분은 아멘이시고, 그분께서 

그들의 실패(15-17 절)와 약속들(20-21 절)을 계시하실 때 그분의 말씀하시는 것은 신뢰할 

수 있기때문에 충성된 증인이시다.    

14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the Laodiceans write, “These things says the Amen, the 

Faithful and True Witness, the Beginning of the creation of God…” (Rev. 3:14)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계 3:14)  

C. Jesus gave them no affirmation for their faithfulness. He corrected their lukewarmness and spiritual 

pride (v. 15-17). He exhorted them to buy gold refined by fire (v. 18) and promised them deep 

fellowship with God and authority over the nations (v. 20-21).   

예수님이 그들의 충성에 대하여 칭찬해 주신 것은 없었다. 그분은 그들의 미지근함과 영적 

교만을 책망하셨다(15-17 절). 그분은 불에 연단한 금을 살 것을 권면하셨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열방에 대한 권세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20-2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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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because you are lukewarm, and neither cold nor hot, I will vomit you out of My mouth. 
17Because you say, ‘I am rich, have become wealthy, and have need of nothing’—and do not 

know that you are wretched, miserable, poor, blind, and naked…19be zealous and repent. 
20Behold, I stand at the door and knock. If anyone…opens the door, I will come in to 

him…21To him who overcomes I will grant to sit with Me on My throne…’” (Rev. 3:16-21)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19…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찌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계 3: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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