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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very Woman’s Grace – Spring 2022 

Lesson 14 – Revelation Overview 

   대보라 포       05/12/2022 

  

I  사도요한이 본 것과 현재 일어나는 일: 계시록 1 - 3 장을 읽으십시오 

1.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 무었이며 (1:1)  요한은 무었을 증거하였습니까 (1:2) ? 

 

2.  1 장 19 절에서 요한에게 기록하라고 하신 3 가지를 적으십시오  

        

            가)  1 장 19 절은 4 장 1 절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나)  1 장에서 예수님에 대해 배운 것을 적어 보십시오. 

 

 

3.  다른 용지에,  2 장과 3 장에 나오는 일곱교회에 대한 칭찬, 비판, 교훈과 약속을 각각 적으십시오.    

 

4.  하나님께서 일곱 교회에 약속하신 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그 약속은 그때에만 적용 되나요 아니면 오늘 

날에도 적용이 되나요?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5.  신명기 30: 15-20 절과  사도행전 2: 42-47 읽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첫 사랑을 잃는 것이 왜 심각하고  

      위험합니까?       

 

6.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 이며  “이기는 자” 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었입니까?  (계 21 장, 요일  5: 1 -5) 

  

II 장차 일어날일 – A. 하늘의 예배 – 4 장 -  5 장을 읽으십시오. 

7.  4 장에서 보좌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보좌 앞에 누가 있습니까? 

 

8.  5 장에서 있는 천국 장면을 적어 보십시오. 

 

             가) 어린양에 대하여 적어 보십시오. 

 

II 장차 일어날 일 – B. 대환란 –  6 장 - 18 장을 읽으십시오. 

9.  “여섯째 인” 을 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 15 - 16 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 합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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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 장 4 절에 나오는 십사만 사천은 누구입니까? (참고: 7:5 – 8) 

 

            가)  9 절에서 나오는 큰 무리는 누구입니까?  이 무리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들 입니까? (참고: 7:14) 

      

11.  “일곱째 인”을 떼실 때 어떤일이 일어났습니까? 

 

12.  나팔재앙에서 남은 사람들이 어떠했습니까? (9:20, 21)  자신은 인간에 대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13.  10 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간단하게 적어보십시오. 

 

14.  11 장 2 절에 “마흔 두달”은 어떤 기간 입니까?  “두 증인” 에 대하여 적어보십시오.  (11:5 – 12) 

 

            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난 예배의 광경을 적어보십시오. 

 

보충설명: 12 - 14 장은  6 - 11 장에 있었던 일을 다른 각도에서 본 것입니다. 

(12 장 1 - 6 절은 큰 범위를 적은 것이며, 12: 7 – 17 절은 1 - 6 절을 더 자세하게 설명 한 것입니다) 

 

15.  12:1 - 5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며  여자가 낳은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계 19:15)  

  

           가) 이사야  54:5, 6; 호세아 2:16; 예레미아  3: 6 – 8 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내로 말씀하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나)  누가 하늘에서 쫒겨났습니까?  함께 쫒겨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하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다)  6 절에서 1,260 일과 14 절에 “한 때와 두때와 반 때”는 몆년입니까? 

 

16.  13 장에서 “용”이 있고,  또 짐승이 몆 입니까?  이 들이 각각 하는 일을 적어 보십시오. 

 

 

17.  14:3 절에서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십 사만 사처인인” 은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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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 장 3 - 4 절과 출애굽기 15:1 – 16 절을 묵상하십시오.  어린 양이 누구인지 적어보십시오? 자신은 어린 

양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께 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가) 16 장에서 하나님의 재앙/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적어보십시오. 

 

            나) 17 장과 18 장에서 “음행”의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다) 18 장의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II 장차 일어날 일 - C. 왕의 귀한 -  19 장 읽으십시오. 

19.  계시록 19 장 1-2 과 예레미아 51: 24-26 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가) 계시록 19:11, 13 절을 읽고  “백마탄 자” 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백마탄 자”가 

                    왜 “피 뿌린 옷” 을 입었습니까?  (참고: 이사야 63:1 – 6) 

 

            나)  19:14 절에서 “하늘에 있는 군대”는 누구 입니까? 

 

II 장차 일어날 일 – D. ‘천년왕국” 그리고 “흰 보좌 대 심판” -  20 장을 읽으십시오. 

20.  계시록 20 장 1 – 7 절 안에서 나오는 “천년’ 은 실재적 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상징이라고 

생각합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가) 계시록 20: 12, 13 절에서 자기의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행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참고: 왕상 8:39; 대하 6:30; 겔 3:19; 롬 2:15, 16; 마 12:37)   

 

 

II 장차 일어날 일 – E. 영원한 나라 – 21 장 - 22 장을 읽으십시오 

21. 계시록 21 장에서 천사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를 요한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누가 

      들어 갑니까?  

     

10.  신명기 2:4; 12:32; 에레미아 26:2; 베드로후서 1:20 – 21; 디모데후서 3:16 절을 읽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2:18 – 19 절의 말씀을 왜 여기에 두셨는지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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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것을  간단하게 적어보십시오.  

 

• 요한계시록에서 배운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누가 초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답을 설명하십시오. 

 

•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후, 전도에 대해 생각이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 자신은 기회가 있는대로 불신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적어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