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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eals of Judgment and God’s Protection (Rev 6-7) 

  심판의 인들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계 6-7)  
I. INTRODUCTION TO THE SEVEN SEALS (REV. 5)  

일곱 인봉들에 대한 도입부 (계 5) 

A. Jesus took the scroll sealed with seven seals from the hand of the Father (5:7). It represents the title 

deed of the earth and the action plan required to cleanse the earth. One by one, Jesus will open each 

seal to release a terrifying judgment against the wicked.  
예수님은 아버지의 손에 들린 일곱 인봉들이 박힌 두루마리를 취하셨다(5:7). 이것은 이 땅의 

소유권과 이 땅을 정화하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행동계획을 대표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씩 

악인들에게 부어지는 두려운 심판을 풀어 놓는 인봉들을 각각 여실 것이다.  

7He [Jesus] came and took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of Him [Father]…9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You are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s…” (Rev. 5:7-9) 
7 그 어린 양(예수님)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가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난미께 드리시고  

B. The seven seals are literal (not symbolic), future (their fulfillment is still in the future),  

progressive (increasing in intensity), and numbered (released in a sequential order).  

일곱 일봉들은 문자적이고 (상징적이 아닌), 미래적이고 (그것들은 미래에 성취될), 진보적인 것이고 

(강도가 더 증가될), 그리고 순번대로다(연대기적 순서로 풀어질).  
 

C. One’s view of the timing in which Jesus will open the seals is one interpretive key to Revelation. I 

believe Jesus has not yet opened the first seal—the bowls of prayer must be full.  
예수님께서 인봉들을 열게 되는 타이밍을 보는 관점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다. 나는 예수님께서 

첫번째 인봉을 아직 여시지 않았다고 믿는다- 기도의 대접이 반드시 가득차야만 한다.  

8When He [Jesus] had taken the scroll…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each hav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Rev. 5:8)  

그가(예수님) 두루마리를 취하시매…이십사 장로들이…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D. In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God will shake all nations to judge the kingdom of 

darkness, purify the Church, and bring in the great harvest including the salvation of Israel. This 

process will been seen in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and in the release of the seals, trumpets, and 

bowls judgments, culminating in the kings dying at Armageddon (Rev. 19:19).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세대에, 하나님은 어둠의 왕국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모든 열방을 흔드시고, 

교회를 정결케하며,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포함하는 대 추수를 가져오실 것이다. 이 과정은 

해산의 시작의 과정 그리고 인, 나팔, 대접심판에서 보여질 것이고 아마겟돈에서 왕들이 죽임을 

당하며 절정에 이르게 될 것이다 (계 19:19).  

6”…I will shak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dry land; 7and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they 

[unbelievers] shall come to the Desire of All Nations [Jesus]…” says the LORD. (Hag 2:6–7)6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모든 나라(불신자들)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사모하는 분; 예수님)가 이르리니…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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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seven seals will escalate the process of the Lord shaking all the nations by bringing judgment to 

the kingdom of darkness (the harlot Babylon Rev. 17) and purifying the Church, while creating the 

optimum context for many to be saved (the end-time harvest).  
주님께서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적 맥락을 만드시는 동안 일곱 인봉들로 어둠의 

왕국(음녀 바벨론 계 17 장)에게 심판을 가져오게 하시고, 교회를 정화시키심으로 열방을 흔드시는 

과정을 확대시킬 것이다.  

 
The seven seals are released by Jesus, the Lamb of God (5:5; 6:1, 3, 5, 7, 9, 12; 8:1).  
일곱 인은 하나님의 어린양인 예수님에 의해 떼질 것이다 (계 5:5; 6:1, 3, 5, 7, 9, 12; 8:1).  

1I saw when the Lamb [Jesus] opened one of the seals; and I heard 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with a voice like thunder, “Come and see.” (Rev. 6:1)  

내가 보매 어린 양(예수님)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와서 보라)”하기로 (계 6:1) 

F. Come and see: Four times John was exhorted to “come and see” (6:1, 3, 5, 7). He was to come, or 

draw closer to God, to position his heart to understand and then to see or to pay attention.  

We must also “come and see” so that we have understanding to agree with Him in that day. 
와서 보라: 요한은 4 번이나 “와서 보라”고 권면 받았다 (6:1, 3, 5, 7). 그는 하나님께 가서 또는 가까이 

이끌려졌는데 그의 마음이 깨달음을 받기 위해 자세를 잡은 바로 잡은 후에 보았거나 집중하였다.    

17Your eyes will see the King in His beauty…18Your heart will meditate on terror: “Where is the 

scribe? Where is he who weighs? Where is he who counts the towers?” (Isa. 33:17-18)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18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사 

33:17-18) 

G. Principle of judgment: God’s end-time judgments will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He will use the 

least severe means to reach the greatest number at the deepest level of love without violating 

anyone’s free will.  

심판의 원리: 하나님의 마지막때 심판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실 것이다. 그분은 누구의 

자유의지도 위반하지 않으시면서 가장 적은 심판의 강도를 사용하셔서 가장 많은 수와 가장 깊은 

사랑의 차원으로 이끄실 것이다.  
 

H. God’s judgments against the wicked in the first four seals result from God taking His restraining 

hand off evil men, allowing them to sin in an unrestrained way against one another. The Antichrist 

will act violently against the nations including the harlot Babylon (Rev. 17:16).  
처음 네개의 인 심판에서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들로부터 그분의 막는 손을 거두시는 

것인데 그들은 서로를 향해 아무 제한 없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음녀 바벨론을 

포함하여 열방들에게 격렬하게 행동할 것이다.  

The first four seals are brought about by the actions of sinful men.  
처음 네개의 인 심판은 죄악된 사람들의 행동들로 인하여 오게 될 것이다.  

I. Each seal naturally leads to the unfolding of the next seal. For example, the release of the Antichrist 

in the first seal (Rev. 6:2) leads to a World War in the second seal, which in turn causes famine and 

economic crisis in the third seal, followed by death and disease, etc.  
자연스럽게 각각의 인은 다음 인이 떼어지는 것으로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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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첫번째 인(계 6:2)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두번째 인에 있는 세계대전으로 

이끌어 주는데, 이것은 또한 세번째 인에 있는 기근과 경제적 위기로 이끌어주고, 죽음과 질병 등이 

다음에 따라오게 된다. 
   

II. FIRST SEAL: ANTICHRIST’S POLITICAL AGGRESSION (6:1-2)   

첫째 인: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공격성 (계 6:1-2) 

A. The opening of the first seal speaks of the Antichrist’s political aggression (6:1-2).  
첫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공격성을 말하는 것이다 (계 6:1-2). 

1I saw when the Lamb opened one of the seals; and I heard 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Come and see.” 2I looked, and behold, a white horse. He who sat on it had a bow; and a 

crown was given to him, and he went out conquering and to conquer. (Rev. 6:1–2)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와서 보라” 하기로 2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B. White: The color white symbolizes righteousness because the Antichrist’s reign will initially appear 

righteous. He will be the counterfeit to Jesus who rides a white horse with truth (19:11).  

흰: 흰 색은 의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초반에는 의롭게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진리와 함께 흰 말을 타시는 예수님을 위조한 자일 것이다(19:11).  

 

C. Bow: The Antichrist’s rule will initially be gained by an “arrowless bow.” This speaks of his 

bloodless victories or peaceful conquest using deceptive diplomacy. The rider is pictured as ready to 

go to war on a horse with a bow in hand. A bow speaks of striking at a distance. Since there are no 

arrows, it is commonly understood as a threat of war, without war breaking out yet.  
활: 적그리스도의 통치는 초반에는 “화살없는 활”에 의해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은 속이는 외교수완을 

사용하는 피를 흘리지 않고 승리함 또는 평화적인 정복을 말하는 것이다. 타는 자는 손에 활을 들고 

말을 타며 전쟁에 출전하기 위해 준비된 자로 그려진다. 활은 떨어진 거리에서 맞추는 것을 말한다. 

화살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통상적으로 전쟁이 발발되는 것 없이 전쟁의 위협으로 이해되어 진다.  

   
D. Crown: the Antichrist wears a crown as a symbol of his political authority (13:1-2, 7).  

면류관: 적그리스도는 그의 정치적 권세를 상징하는 면류관을 썼다 (13:1-2, 7) 

The Antichrist will receive authority, or permission, to act from God. Jesus possesses all authority 

(Mt. 28:18). He will give the Antichrist a limited sphere to act for 3½ years.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부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세, 또는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마 28:18). 그분은 적그리스도에게 3½년 동안 제한된 영역범위를 줄 

것이다.   

7And authority was given him [Antichrist] over every…nation. (Rev. 13:7)  

또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가)…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3:7) 

 
18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Mt. 28:1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예수님) 주셨으니 (마 28:19) 
1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the authorities that exist are appointed by God…4He 

is God’s minister, an avenger to execute wrath on him who practices evil. (Rom.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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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4…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롬 13:1, 4) 

Satan and sinful leaders will also give their authority to the Antichrist (13:2).  
사단과 죄악된 리더들은 그들의 권세를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다 (13:2) 

2…The dragon [Satan] gave him his power,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Rev 13:2) 

…용(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 13:2) 

E. Through the Antichrist, God will judge the harlot Babylon for murdering the saints (17:6, 16).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을 살해한 혐의로 인해 음녀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III. SECOND SEAL: WORLD WAR (6:3-4)  

둘째 인: 세계대전 (6:3-4) 

A. The opening of the second seal speaks of the release of the final world war (6:3-4).  
둘째 인을 떼시는 것은 마지막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이다.  

3When He opened the second seal, I heard the second living creature saying, “Come and see.” 
4Another horse, fiery red, went out. It was granted to the one who sat on it to take peace from the earth, 

and that people should kill one another; and there was given to him a great sword. (Rev. 6:3–4)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 4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 6:3-4) 

B. Great sword: This sword speaks of extreme forms of bloodshed coming from war and violence. The 

Antichrist will start by using an “arrowless bow” (6:2), and then he will use a “great sword.”  
큰 칼: 이 칼은 전쟁과 폭력으로 부터 오는 극단적인 형태의 피흘림을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화살없는 활”을 사용하여 시작할 것이고, 그런 다음엔 그는 “큰 칼”을 사용할 것이다. 

   
C. Take peace from the earth: The context for the breaking of the seals is counterfeit world peace        

(1 Thes. 5:3), which will end with the opening of the second seal and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God will take peace from the nations made drunk by the great Harlot (17:6, 16).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인들을 떼는 맥락은 위조된 세계평화(살전 5:3)인데, 이것은 둘째 

인을 떼는 것과 멸망의 가증한 것으로 끝마치게 될 것이다.  

3For when they say, “Peace and safety!” then sudden destruction comes upon them, as labor pains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shall not escape. (1 Thes. 5: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D. The Antichrist will make a peace treaty with many nations for seven years and then break it. 

적그리스도는 7 년동안 많은 나라들과 평화조약을 맺을 것이고, 그런 후 깰 것이다.   

27He [Antichrist] shall confirm a covenant [peace treaty] with many for one week [seven years];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seven years] He shall bring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And on the 

wing of abominations shall be one who makes desolate…” (Dan. 9:27)  

그(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7 년) 동안의 언약(평화조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단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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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THIRD SEAL: FAMINE AND ECONOMIC CRISIS (6:5-6)  

셋째 인: 기근과 경제적 위기 (6:5-6) 

A. The opening of the third seal speaks of releasing famine and economic crisis (6:5-6). This famine and 

economic collapse will follow the world war seen in the second seal (6:4).  
셋째 인이 떼여지는 것은 기근과 경제적 위기가 풀어지는 것을 말한다(6:5-6). 이 기근과 경제 

붕괴는 둘째 인에 보였던 세계대전에 잇따라서 올 것이다(6:4).   

5When He opened the third seal, I heard the third living creature say, “Come and see.” So I 

looked, and behold, a black horse, and he who sat on it had a pair of scales in his hand. 6And I 

heard a voice in the midst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A quart of wheat for a denarius, 

and three quarts of barley for a denarius; and do not harm the oil and the wine.” (Rev. 6:5-6)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계 6:5-6)  

B. Pair of scales: This speaks of an economic crisis. The greatest economic pressures and the most 

severe famine in history are yet to come against the nations who embrace the ways of the Harlot. 
저울: 이것은 경제적 위기를 말한다. 가장 큰 경제적 위기 그리고 역사적으로 가장 극심한 기근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것은 음녀의 길을 품는 나라들을 향해 오게 된다.  

  

C. Denarius: A denarius was equivalent to wages for one day’s work.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하루의 일당에 해당하는 봉급과 동일하다.  

A quart of wheat is the amount that one man would eat for one day on a minimal diet.  

The economic crisis will cause one’s earning power to be reduced to working all day to afford food 

for one person for one day. This represents about 10 times less buying power than in the world today. 

밀 한되는 한 남자가 최소한으로 섭취할 때 먹을수 있는 양이다. 경제적 위기는 한 남자가 하루종일 

일해서 일인분의 식량을 얻을 정도로까지 노동력을 축소시킬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전세계 

구매력의 10 배 가량 적게 될 것을 말한다.  

D. Wheat and barley: Wheat is superior in taste and nutrition to barley. Barley, an inferior grain, will be 

three times cheaper than the price of wheat.  
밀과 보리: 밀은 맛과 영양에서 보리보다 우세하다. 열등한 보리는 밀의 가격보다 3 배 정도 

저렴하게 될 것이다.   

V. FOURTH SEAL: DEATH TO ONE-FOURTH OF THE EARTH’S PEOPLE (6:7-8)  

넷째 인: 전세계 4 분의 1 의 죽음 (6:7-8) 

A. The opening of the fourth seal speaks of the death of one-fourth of the earth’s population (6:7-8). 

넷째 인이 떼지는 것은 지구 인구의 4 분의 1 의 죽음을 말한다 (6:7-8).  

7When He opened the fourth seal, I heard the voice of the fourth living creature saying, “Come 

and see.” 8So I looked, and behold, a pale horse. And the name of him who sat on it was Death, 

and Hades followed with him. And power was given to them over a fourth of the earth, to kill with 

sword, with hunger, with death, and by the beasts of the earth. (Rev.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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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와서 보라”하기로 8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계 6:7-8) 

B. Pale horse: This is literally pale green or ashen. It is the color of death or the decay of a corpse. 
청황색: 이것은 문자적으로 창백한 녹색 또는 잿빛이다.  이것은 죽음의 색 또는 시체의 부패된 

색이다. 

 

C. Death and Hades: Death is what happens to the physical body, which goes to the grave. Hades is the 

prison where the departed spirit of an unbeliever goes before going to the lake of fire after the 

Millennium.  
죽음과 음부: 죽음은 몸에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덤으로 들어간다. 음부는 몸에서 분리된 믿지 

않는 자의 영이 가는 감옥으로 천년왕국이후 불못으로 가기 전에 가는 곳이다.  

  
D. A fourth: John saw one-fourth of the world’s population being killed by the sword, hunger, death 

(pestilence), and wild beasts. These are similar to the four judgments that Ezekiel referred to as 

“God’s four severe judgments” (Ezek. 5:17; 14:21).  

사분의 일: 요한은 전세계 인구의 사분의 일이 칼, 배고픔, 죽음(전염병),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죽임 당하는 것을 보았다. 이것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네 가지 중한 벌”로 

언급하였던 네가지 심판과 유사하다.   

21”How much more it shall be when I send My four severe judgments on Jerusalem—the sword 

and famine and wild beasts and pestilence—to cut off man and beast from it?  

(Ezek. 14:2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겔 

14:21) 

E. Hunger: the starvation seen in the third seal will continue to escalate in the fourth seal. 
배고픔: 셋째 인에 있는 기근은 넷째 인에서 증가되어져 계속되어질 것이다.   

 

F. Death: The second use of “death” in verse 8 is probably related to martyrdom, pestilence, or disease. 

Fatal diseases will increase greatly.  
죽음: 8 절에서 두 번 사용된 “죽음”은 아마도 순교, 전염병, 또는 질병과 관련된다. 치명적인 병들은 

크게 증가되어질 것이다.  

 

G. Wild beasts: Hungry beasts will come out of the wild to the city looking for food. They will probably 

be seen roaming in the open seeking to devour people because of great hunger.  

사나운 짐승: 배고픈 짐승들이 야생에서 나와서 음식을 찾아 도시로 나올 것이다. 이들은 

아마도 큰 배고픔 때문에 사람들을 삼켜 먹기 위해서 배회하며 돌아다닐 것이다.   
H. One-fourth: Some estimate that the population of the earth in 2050 will be 10 billion people. One-

fourth of this 10 billion is about 2.5 billion. Thus it is possible that the number of deaths will exceed 

2 billion people, which is 50 times greater than the death total seen in World War II.  

사분의 일: 어떤 이들은 2050 년에 지구의 인구가 10 억명이 될 것을 예상한다. 10 억명의 사분의 

일은 2 억 5 천명이다. 이와 같이 사망자의 수는 2 억명을 초과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2 차 세계대전 

총 사망자 수의 50 배를 능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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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FIFTH SEAL: PRAYER RELEASING JUDGMENT (6:9-11)  

다섯째 인: 심판을 풀어놓는 기도 (6:9-11) 

A. The opening of the fifth seal is related to the power of the prayer movement that will release great 

judgment on Antichrist’s empire as seen in the trumpet judgments (Rev. 8-9).  
다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나팔심판에서 보여지는 적그리스도 제국에게 큰 심판을 풀어내는 

기도운동의 능력과 관련된다 (계 8-9).   

9When He opened the fifth seal, I saw under the altar [altar of incense in heaven]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slain for the word of God…10And they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How long, O 

Lord, holy and true, until You judge and avenge our blood on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11Then a white robe was given to each of them; and it was said to them that they should rest a little 

while longer, until both the number of their fellow servants and their brethren, who would be 

killed [martyred] as they were, was completed. (Rev. 6:9–11)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하늘에 있는 향단) 아래에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계 6:9-11)  

B. The fifth, sixth, and seventh seals involve heavenly activity. The judgment of each seal increases in 

intensity. The fifth seal is more severe than the four that precede it. The shedding of the blood of the 

saints stirs up God’s vengeance (Rev. 19:2) and fuels the prayer movement. This is one of the main 

turning points in the story line seen in the book of Revelation.  
다섯째, 여섯째, 그리고 일곱째 인은 하늘의 활동과 연관된다. 각 심판의 인은 강도에 있어서 

증가된다. 다섯째 인은 이것에 선행한 네번째 보다 강도가 더 심하다. 성도의 피흘림은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불러일으키고(계 19:2) 기도 운동에 연료를 붓는다. 이것은 계시록에 보여지는 

스토리라인에서 주요한 전환점 중에 하나다.   

2Righteous are His judgments…He avenged on her the blood of His servants… (Rev. 19:2)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계 19:2) 

C. They cried: The intensity of the prayer ministry in heaven at this time gives us insight into the 

intensity of the prayer ministry on earth. The Spirit who inspires intercession in heaven will inspire 

the same on earth with profound unity.  
불러 이르되: 이 때 하늘에서 일어나는 기도사역의 강도는 우리에게 이 땅 위에서의 기도사역의 

강도가 어떠할지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하늘에서의 중보를 고취시키시는 성령께서는 같은 깊이의 

연합을 가지고 땅 위에서도 고취하실 것이다.   

 

D. How long: The prayer, “How long…” is the most recorded prayer in Scripture (Zech. 1:12; Ps. 6:3; 

13:2; 74:10; 79:5; 80:4; 89:46; 90:13; 94:3; Dan. 8:13; 12:6-13). Here is prayer for justice on the 

Antichrist’s cruelty, vindication of God’s reputation, and deliverance of His people.  
어느때 까지: “어느때까지…”의 기도는 성경에서 가장 자주 기록된 기도다 (슥 1:12; 시 6:3; 13:2; 

74:10; 79:5; 80:4; 89:46; 90:13; 94:3; 단 8:13; 12:6-13). 적그리스도의 잔인함에 대한 정의의 기도,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정당성,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구출해 달라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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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will not God bring about justice for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8He will bring 

about justice for them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Lk. 18:7-8; NAS)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정의를 

가져오시지 않겠느냐? 영어번역)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7-8) 

E. Vengeance: This is not a cry for personal revenge, but that God would remove reprobates who 

oppress His people and hate His kingdom. They will long to see the Antichrist’s cruelty stop.  
복수: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분의 왕국을 미워하는 

타락한 사람들을 제거하시는 것이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잔인함이 멈추어 지기를 갈망할 것이다.  

 

F. O Lord, holy and true, until You judge and avenge our blood: Holy and true are two aspects 

emphasized (3:7) in context to God’s judgments. As the saints lean into God’s sovereignty with 

confidence in Jesus’ goodness, they see that His judgments are holy for they do not violate love and 

they are true in judging the guilty with accurate information. God’s judgments are neither too severe, 

nor too lenient, neither too early, nor too late, but are filled with holiness and truth.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재여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 하나님의 심판의 맥락에서 거룩과 진리는 강조되어지는(3:7) 두 가지 측면이다. 

예수님의 선하심에서 성도들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할 때, 그들은 사랑을 위반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거룩하다는 것과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죄진자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것을 그들은 본다.  

 

G. Dwell on earth: The saints will ask God to avenge their blood on those who dwell on the earth.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피를 복수해 주시길 구할 

것이다.  

 

VII. THE SIXTH SEAL: COSMIC DISTURBANCES (6:12-17)  

여섯째 인: 우주적인 소란 (6:12-17) 

A. The opening of the sixth seal will release a great earthquake with signs in the heavens (6:12-17). This 

seal begins God’s specific answer to this prayer of the martyrs in heaven. It is followed by the release 

of the trumpet and bowl judgments on the Antichrist’s empire (Rev. 8-9; 16).  

여섯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사들과 함께 큰 지진이 풀어지는 것이다 (6:12-17) 

이 인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으로 

시작한다. 이 뒤에는 적그리스도 제국을 향해 부어지는 나팔과 대접 심판이 부어진다.    

12He opened the sixth seal,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and the sun became black as 

sackcloth of hair, and the moon became like blood. 13And the stars of heaven fell to the 

earth…14Then the sky receded as a scroll when it is rolled up, and every mountain and island was 

moved out of its place. 15And the kings of the earth, the great men, the rich men, the commanders, 

the mighty men, every slave and every free man, hid themselves in the caves and in the rocks of the 

mountains, 16and said to the mountains and rocks, “Fall on us and hide us from the face of Him 

who sits on the throne and from the wrath of the Lamb! 17For the great day of His wrath has 

come, and who is able to stand?” (Rev. 6: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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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ES IN THE BOOK OF REVELATION – MIKE BICKLE 
Session 6 The Seals of Judgment and God’s Protection (Rev 6 -7)  Pag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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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계 6:12-17) 

B. Great earthquake: There will be a great earthquake or a worldwide geophysical upheaval (Hag. 2:6; 

Heb. 12:26-28). Every mountain will be moved, rather than destroyed. No one could hide in a 

mountain if they were all destroyed. Mountains continue to exist in the seventh bowl (16:20).  
큰 지진: 대지진 또는 지각 대변동이 있을 것이다 (학 2:6; 합 12:26-28). 모든 산들이 파괴되기 

보다는 움직이게 될 것이다. 만약 산들이 모두 파괴되어지면 아무도 산에서 숨을 수 없을 것이다 

(16:20) 

  

C. Sun: What causes the sun to become darkened? This will be a supernatural sign sent by God as well 

as possibly including the natural effects of ash and debris from volcanic eruptions or smoke.  
해: 무엇이 해를 검게 만들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자연적인 표적일 것 뿐만 아니라 

화산폭발 또는 연기로 인해 오는 재와 잔해의 자연적인 부산물들을 가능성을 포함한다.  

 
D. Stars: The stars can speak of asteroids and meteor showers hitting the earth. The Greek word for stars 

used here is “aster” from which we get the word asteroid. An aster refers to any shining mass in the 

sky, including stars, meteors, asteroids, any flaming debris, etc.  
별들: 별들은 소낙비 처럼 쏟아져서 지구를 치는 소행성과 유성들을 말한다. 여기서 별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aster”인데 asteroid 소행성이란 단어에서 온 것이다.    
 

VIII. FIRST ANGELIC EXPLANATION: WHO CAN STAND? (7:1-17)  

   첫 천사의 설명: 누가 능히 서리요? (7:1-17) 

A. The angelic explanations are like parenthetical sections that follow the chronological sections. They 

answer the tough questions such as Why are God’s judgments so severe? and What will happen to the 

saints? They describe how God helps the saints and the Antichrist attacks them.  
천사의 설명은 연대기적인 부분들 뒤에 따라오는 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것들은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토록 극심한가?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같은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해준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시고 적그리스도를 그들을 공격하는 지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B. Angelic explanation #1: God’s people sealed for protection—physical and spiritual (7:1-17). This 

angelic explanation answers the question, “Who can stand?” affirming the security of God’s people. 

God answered this cry by revealing that 144,000 Jewish believers will stand in victory (7:1-8) and 

Gentile martyrs (7:9-17) shall stand strong without wavering in persecution.  
천사의 설명 #1: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하심으로-육체적, 영적- 인 쳐졌다(7:1-17). 이 천사의 

설명은 “누가 설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전함을 확증함으로 답한다. 하나님은 

144,000 명의 유대인 믿는 자들이 승리함으로 서게 되고(7:1-8), 이방인 순교자들(7:9-17)이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림 없이 강하게 서게 될 것임을 계시해 주심으로 이 부르짖음에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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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ohn sees a divine sealing on His people that gives them physical and spiritual protection.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육체적 그리고 영적인 보호를 주게 되는 신성한 인치심을 보았다.  

1I saw four angels standing at the four corners of the earth, holding the four winds of the earth, 

that the wind should not blow on the earth…2I saw another angel ascending from the east, having 

the seal of the living God. And he cried with a loud voice to the four angels… 3saying, “Do not 

harm the earth, the sea, or the trees till we have sealed the servants of our God on their 

foreheads.” 4And I heard the number of those who were sealed. One hundred and forty-four 

thousand of all the tribes of the children of Israel were sealed… (Rev. 7:1-4)  

이 일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2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3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4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십사만 

사천이니 (계 7:1-4) 

D. The 144,000 servants of God give us a picture of victory. They receive a protective seal before God 

strikes the earth, sea, and trees (7:3). Israel received a protective mark on their doors that saved their 

firstborn. Others will be sealed for protection (9:4). The Goshen principle speaks of God protecting 

His people from judgment (Ex. 8:22-23; 9:4-6, 26 (Ps. 91; Ezek. 9:6; Zeph. 2:3).  

하나님의 144,000 명의 종들은 우리에게 승리의 그림을 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땅, 바다, 그리고 

나무들을 치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보호받는 인을 받았다(7:3). 이스라엘은 그들의 장자들을 

구해주었던 문들 위에 칠한 보호의 표시를 받았었다.  다른 이들은 보호하심을 위해서 인을 받을 

것이다(9:4). 고센의 원칙은 심판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을 말한다.  

4They were commanded not to harm the grass of the earth, or any green thing, or any tree, but 

only those men who do not have the seal of God on their foreheads. (Rev 9:4)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 9:4) 

 

E. Gentile believers (7:9-17) will also stand strong spiritually without wavering in persecution.  

The weakest saints can be spiritually protected if they ask the Lord for help.  
이방인 믿는 자들 또한  핍박가운데서 흔들림없이 영적으로 강력하게 서게 될 것이다. 가장 약한 

성도들도 만약 주님께 도움을 구한다면 영적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다. 

9Behold, 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number, of all nations, tribes,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10saying, “Salvation belongs to our God…” 13Then one of the elders 

answered, saying to me, “Who are these arrayed in white robes, and where did they come from?” 
14…he said to me, “These are the ones who 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and washed their 

robes…in the blood of the Lamb.” (Rev. 7:9-14)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13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14…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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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ntroduction to the seven seals (Rev. 5)
	일곱 인봉들에 대한 도입부 (계 5)
	7He [Jesus] came and took the scroll out of the right hand of Him [Father]…9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You are worthy to take the scroll, and to open its seals…” (Rev. 5:7-9)
	7그 어린 양(예수님)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아버지)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9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가가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난미께 드리시고
	8When He [Jesus] had taken the scroll…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each hav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Rev. 5:8)
	그가(예수님) 두루마리를 취하시매…이십사 장로들이…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6”…I will shak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dry land; 7and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they [unbelievers] shall come to the Desire of All Nations [Jesus]…” says the LORD. (Hag 2:6–7)6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또한 모든 나라(불신자들)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사모하는 분; 예수님)가 이르리니…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 2:6-7)
	1I saw when the Lamb [Jesus] opened one of the seals; and I heard 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with a voice like thunder, “Come and see.” (Rev. 6:1)
	내가 보매 어린 양(예수님)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와서 보라)”하기로 (계 6:1)
	17Your eyes will see the King in His beauty…18Your heart will meditate on terror: “Where is the scribe? Where is he who weighs? Where is he who counts the towers?” (Isa. 33:17-18)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18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사 33:17-18)
	The first four seals are brought about by the actions of sinful men.
	처음 네개의 인 심판은 죄악된 사람들의 행동들로 인하여 오게 될 것이다.

	II. First Seal: Antichrist’s Political Aggression (6:1-2)
	첫째 인: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공격성 (계 6:1-2)
	1I saw when the Lamb opened one of the seals; and I heard one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Come and see.” 2I looked, and behold, a white horse. He who sat on it had a bow; and a crown was given to him, and he went out conquering and to conqu...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중의 하나가 우렛소리 같이 말하되, “와서 보라” 하기로 2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The Antichrist will receive authority, or permission, to act from God. Jesus possesses all authority (Mt. 28:18). He will give the Antichrist a limited sphere to act for 3½ years.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부터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세, 또는 허가를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마 28:18). 그분은 적그리스도에게 3½년 동안 제한된 영역범위를 줄 것이다.
	7And authority was given him [Antichrist] over every…nation. (Rev. 13:7)
	또 권세를 받아 (적그리스도가)…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계 13:7)
	18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Mt. 28:18)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예수님) 주셨으니 (마 28:19)
	1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the authorities that exist are appointed by God…4He is God’s minister, an avenger to execute wrath on him who practices evil. (Rom. 13:1, 4)…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4…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
	Satan and sinful leaders will also give their authority to the Antichrist (13:2).
	사단과 죄악된 리더들은 그들의 권세를 또한 적그리스도에게 줄 것이다 (13:2)
	2…The dragon [Satan] gave him his power,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Rev 13:2)
	…용(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계 13:2)

	III. Second seal: World War (6:3-4)
	둘째 인: 세계대전 (6:3-4)
	3When He opened the second seal, I heard the second living creature saying, “Come and see.” 4Another horse, fiery red, went out. It was granted to the one who sat on it to take peace from the earth, and that people should kill one another; and there w...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 4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계 6:3-4)
	3For when they say, “Peace and safety!” then sudden destruction comes upon them, as labor pains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shall not escape. (1 Thes. 5:3)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3)
	27He [Antichrist] shall confirm a covenant [peace treaty] with many for one week [seven years];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seven years] He shall bring an end to sacrifice and offering. And on the wing of abominations shall be one who makes desolat...
	그(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7년) 동안의 언약(평화조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단 9:27)

	IV. Third seal: Famine and economic crisis (6:5-6)
	셋째 인: 기근과 경제적 위기 (6:5-6)
	5When He opened the third seal, I heard the third living creature say, “Come and see.” So I looked, and behold, a black horse, and he who sat on it had a pair of scales in his hand. 6And I heard a voice in the midst of the four living creatures saying...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와서 보라”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6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되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계 6:5-6)
	A quart of wheat is the amount that one man would eat for one day on a minimal diet.
	The economic crisis will cause one’s earning power to be reduced to working all day to afford food for one person for one day. This represents about 10 times less buying power than in the world today. 밀 한되는 한 남자가 최소한으로 섭취할 때 먹을수 있는 양이다. 경제적 위기는 한 남자가 ...

	V. Fourth seal: death to one-fourth of the earth’s people (6:7-8)
	넷째 인: 전세계 4분의 1의 죽음 (6:7-8)
	7When He opened the fourth seal, I heard the voice of the fourth living creature saying, “Come and see.” 8So I looked, and behold, a pale horse. And the name of him who sat on it was Death, and Hades followed with him. And power was given to them over...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와서 보라”하기로 8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사분의 일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써 죽이더라 (계 6:7-8)
	21”How much more it shall be when I send My four severe judgments on Jerusalem—the sword and famine and wild beasts and pestilence—to cut off man and beast from it?  (Ezek. 14:21)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겔 14:21)

	VI. Fifth Seal: Prayer Releasing Judgment (6:9-11)
	다섯째 인: 심판을 풀어놓는 기도 (6:9-11)
	9When He opened the fifth seal, I saw under the altar [altar of incense in heaven] the souls of those who had been slain for the word of God…10And they cried with a loud voice, saying, “How long, O Lord, holy and true, until You judge and avenge our b...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하늘에 있는 향단) 아래에 있어 10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
	2Righteous are His judgments…He avenged on her the blood of His servants… (Rev.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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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will not God bring about justice for His elect who cry to Him day and night…8He will bring about justice for them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Lk. 18:7-8; NAS)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정의를 가져오시지 않겠느냐? 영어번역)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눅 18:7-8)

	VII. The Sixth Seal: Cosmic Disturbances (6:12-17)
	여섯째 인: 우주적인 소란 (6:12-17)
	12He opened the sixth seal, and behold,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and the sun became black as sackcloth of hair, and the moon became like blood. 13And the stars of heaven fell to the earth…14Then the sky receded as a scroll when it is rolled up, a...
	12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15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VIII. first angelic explanation: Who can stand? (7:1-17)
	첫 천사의 설명: 누가 능히 서리요? (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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