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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5장. 이 지구는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복천년의 
끝까지 칠천 년 동안 현세적인 존재 상태를 지닌다. 모든 
피조물이 그의 왕국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찬양할 것이다.(20~25분) 

첫번째 시현(복음 그림 패킷, 그림번호 403) 그림을 보여준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이 그림 가운데서 어떤 분을 우리는 경배하는가? 

• 우리는 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가? (요한계시록 
4:11에서 한 가지 이유를 참조) 

• 우리는 왜 아들을 경배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충분히 
토론할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말해준다. 

학생들에게 다음 문제를 유인물로 만들어 나누어준다. 
학생들에게 각자의 경전을 사용해 할 수 있는 만큼 풀어 보게 
한다. 

 

요한계시록 5장 

1. 1절에 묘사된 책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는가? 

2. 지구의 현세적 존재 상태는 얼마나 되었는가? 

3. 5절에서 그 책을 열고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이는 누구인가? 

4.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6절에 있는 어떤 숫자를 바꾸었는가? 

5.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나타내는가? 

6. 8절의 네 생물은 실제 동물인가? (요한계시록 4:8 참조) 

7. 예수 그리스도께서 봉한 책을 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8. 요한은 얼마나 많은 천사가 어린양을 찬양하는 것을 
보았는가? (11절 참조) 

9. 그 밖의 누가 그분을 찬양했는가? 

 

상호 참조하면서 반 전체가 함께 문제를 맞추어 보고 
학생들에게 경전에 그들의 답을 적게 한다.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한다. 

• 요한계시록 5장이 연극 대본이라면, 누가 주인공인가? 

•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주인공으로 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 

• 여러분이 배운 것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학생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다음 말씀을 읽게 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한 간증을 가지십시오. 
그분은 이 위대한 사업의 모퉁잇돌이십니다. 그분의 신성함과 
실재성에 대해 저는 엄숙하게 간증드립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던 흠 없는 어린 양이셨습니다. 그분의 고통과 
수난을 통해 저는 화해와 영생을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저의 
스승이자 모범이며 한 친구이고 세상의 구속주로서 제가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저의 구주이십니다.”(Conference Report, 
1992년 10월, 75쪽; 성도의 벗, 1993년 1월호, 52쪽) 

 

요한계시록 6장. 요한은 시현으로 지구의 현세적인 존재 
상태에서 처음 육천 년 동안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았다. (15~20분) 

(유의 사항: 처음의 다섯 인에 대해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계시록은 열한 개 구절에서만 이 다섯 인에 대해 
다루었다. 대부분은 여섯 번째 인과 일곱 번째 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이 인들은 후기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학생들에게 다음 도표를 유인물로 나누어 주되, “해석”칸은 
빈칸으로 남겨 둔다. 학생들에게 각 인이 떼어질 때마다 요한이 
보았던 사물이나 상징을 “사물”칸에 열거하게 한다. 학생들이 
빈칸을 다 채우면, 반 전체가 “설명”칸을 완성한다. 상이한 
내용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질문한다.(제시되는 정답은 아래에 
포함되어 있다.) 예수와 그의 사도의 생애와 가르침에 있는 
브루스 알 맥콩키 장로의 해석(464~466쪽)을 나누거나 아래에 
있는 요약을 사용한다. 

요한계시록 6장: 처음 여섯 인 

인 사물 해석 

첫째 인 

(2절 참조)

  

둘째 인 

(3~4절 
참조)

  

셋째 인 

(5~6절 
참조) 

  

넷째 인 

(7~8절 
참조)

  

다섯째 인 

(9~11절 
참조)

  

여섯째 인 
(12~17절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