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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01� 계시록 개관

(Overview� of� the� Book� of� Revelation)

A.� 계시록은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며(계 1:1),�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그분의 특별한 계획을 밝혀주고

있다.� 이 일은 우리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진행될 것이다.

B.� 계시록은 총 4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4번째 파트는 시간순서대로 진행되는 5개의 연대기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계시록에는 7가지 주요 상징이 있다.

C.� 계시록의 주요 주제는 예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돌아오시는 것이다.� 악한 정부는

이에 맞설 것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 전쟁 계획은 대 환란 동안 그분의 심판을 풀어놓으심으로 이 땅

의 모든 악한 정부들을 물리적으로 멸하시는 것이다(계 6-19장).

D.� 사도행전이 초대 교회를 통해 부어졌던 성령님의 권능을 잘 기록하고 있듯이,� 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교

회를 통해 부어지게 될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나는 계시록을 “종말론적 사도행전”이라고 부른

다.� 이는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권능을 어떻게 보이실 지를 알려주고 있는 “정경화된 기도 매뉴얼”

이다.

E.� 모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들을 바로에게 풀어놓았듯이(출 7-12장),� 교회 또한 기도를 통해 대

환란의 심판들을 적그리스도에게 풀어놓을 것이다.�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기적과 심판들은

기도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배가되고 풀어지게 될 것이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권능이 예수님과 사단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계 12:9;� 13:2).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한글

KJV,� 지옥의 문들)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계 16:18-19)

F.� 계시록은 예수님의 전쟁 계획으로써,� 인간의 마음속의 죄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하신 후,� 기도하는 교회

를 통해 이 악을 지구상에서 멸하는 계획이다.� 이 심판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마치 사단의 희생양인양)�

부어지지 않으며,� 우리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동역함으로)� 부어지게 된다.� 예수님의 심판은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하시기 위해 부어진다.� 그분은 자신의 혼인을 위해 싸우고� 계신다.

G.� 7가지 주요 상징들� :� 계시록의 모든 일과 숫자들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일반적인 의미(문자 그대로)

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계 1:20;� 5:6;� 11:8;� 12:1,3,9;� 17:7,9,15-18,� 등).

1)�용� :� 사단을 상징한다(계 12:3,4,7,9,13,16,17;� 13:2,4;� 16:13;� 20:2).

2)�첫째 짐승� :�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계 13장;� 14:9-11;� 17:3-17;� 19:19-21;� 20:4,10).

3)�또 다른 짐승� :� 거짓 예언자를 상징한다.� “또 다른 짐승”으로는 한 번 불려진다(계 13:11).

4)�일곱 머리� :�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핍박해 온 7� 제국을 말한다(애굽,� 앗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부활한 로마 제국,� 단 2:41-42;� 7:7;� 계 12:3;� 13:1;� 17:3-16).



THE BOOK OF REVELATION - 마이크 비클

Session 01� 계시록 개관

IHOP-KC Mission Base www.IHOP.org
번역 : 노아 미니스트리 www.noahministry.org

2

5)�열 뿔� :�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10개 나라 연합을 말한다(계 17:12-13).

6)�음녀 바벨론� :� 지구적인 악한 종교와 경제 시스템으로써,� 이라크 바그다드 인근의 재건된 바벨론 도

시에 근거지를 둘 것이다(계 17-18장;� 렘 50-51장).

7)�아들(예수님)을� 낳은 여인� :� 역사를 통한 충성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한다(계 12장).

�

II.� 계시록의 구조 :� 4개 파트,� 4번째 파트는 5부분으로 이루어짐

계시록 1장 :� 첫째 파트 -� 요한의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할 것의 부르심� :� 요한은 예수님의 위엄을 기록하

고 있으며,� 이는 요한이 마지막 때에 대해 예언하는 관점을 결정짓고 있다.� 이 진리는 우리

를 마지막 때에 대해 준비시켜준다.

계시록 2-3장� :�둘째 파트 -�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주시는 일곱 서신� :� 예수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동일하게 이겨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하여 현실

적인 통찰력을 준다.

계시록 4-5장 :� 셋째 파트 -�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심� :� 두루마리는 땅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예수님

의 다스림을 예비하기 위해 땅을 정결케 하시는 그분의 전쟁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 계획은

계시록 6-22장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계시록 6-22장� :�넷째 파트 -� 예수님의 전쟁 계획� :�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 계획은 음녀 바벨론과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대 환란의 심판을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땅의 악을 제

하며 정결케 하시기 위한 자신의 사랑의 계획을 밝히신다.� 그분의 전쟁 계획은 심판을 설명

하는 다섯 연대기 부분과,� 각�부분에 대한 천사의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연대기 부분� :� 이는 21개의 심판들(7� 인봉,� 7� 나팔,� 7� 대접)을 통해서 적그리스도를 따

르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이 심판들은 진행될수록 강도가 더해진다.

다섯 천사의 설명� :� 이는 삽입 구절의 역할을 하는데,� 진행되던 스토리 라인에 쉼표를 찍어

준다.� 천사의 설명은 연대기 부분에서 나오는 질문들에 답을 해준다 :� 하나님의 진노는 왜

이리도 가혹한가?�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천사들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와,�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실 지와,� 적그리스

도가 성도들을 어떻게 핍박할지를� 설명해준다.

-� 계시록 6장 연대기 부분 #1� :� 어둠의 제국에 대한 인봉 심판

-� 계시록 7장 천사의 설명 #1� :� 우리는 심판과 배교로부터 보호하심을 얻게 됨

-� 계시록 8-9장 연대기 부분 #2� :� 적그리스도 제국에 대한 나팔 심판

-� 계시록 10-11장 천사의 설명 #2� :� 우리는 예언 사역의 증가로 인도하심을 받게 됨

-� 계시록 11:15-19절 연대기 부분 #3� :� 재림 행렬과 교회의 휴거.� 일곱째이자 마지막 나팔(고전 15:52;�

살전 4:16;� 계 10:7)� :� 예수님께서는 적대적 장악을 시행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통치 지도

자들을 교체하실 것이다.� 그분은 온 땅을 지나는 왕의 행렬을 이끄실 것인데,� 처음에는 하늘

을 지나며� 성도들을 휴거하시며(각인의 눈이 그를 보리라 :� 계 1:7),� 에돔 땅으로 지상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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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시며(오늘날의 요르단;� 사 63:1-6;� 합 3:12)� 대적들을 파하실 것이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다(슥 14:2-5).

-� 계시록 12-14장 천사의 설명 #3� :� 성도들과 이 땅의 선한 것들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난폭한 대립.�이는

적그리스도의 악한 정부 전체가 교체되어야만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 계시록 15-16장 연대기 부분 #4� :�대접 심판을 통해 사회의 악한 기반을 파괴함

-� 계시록 17-18장 천사의 설명 #4� :� 사회에 대한 바벨론의 악한 종교의 미혹이 모든 사회 구조에 스며들

고 침투할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해야할 이유를 보여준다.

-� 계시록 19-20장 연대기 부분 #5� :� 예수님의 승리의� 예루살렘 입성� (계 19:11-21:8)

-� 계시록 21-22장 천사의 설명 #5� :� 행 3:21의 만유의 회복� (계 21:9-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