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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8~14장. 후기에 주님의 자녀들이 사악한 세상에서 
그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그분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20~25분)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유추란 무엇인가? (유추는 한 가지를 
비슷한 것 또는 닮은 다른 것에 비교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신앙은 씨앗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칠판에 
기도는 _________과(와) 같은 것이다라고 적는다. 

학생들에게 기도에 유추될 만한 것을 생각해 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다른 유추를 찾아보면서 요한계시록 8장 1~4절을 
읽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기도가 어떻게 연기와 같은가? 

 

• 이 구절에서 성도들이 무엇에 대해 기도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는가? 

 

세 명의 학생들에게 요한계시록 6장 9~10절, 교리와 성약 
87편 6~7절, 교리와 성약 133편 38~41절을 반원들에게 
읽어주게 한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후기에는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할 것인가?  

 

• 몰몬서 8장 20절을 읽는다. 이 구절은 심판하는 것, 또는 
우리를 박해한 자들에게 복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8~14장을 적절하게 학생들에게 나누어주고 
주님께서 어떻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성구를 신속히 찾아보게 한다. 칠판에 학생들이 찾은 것을 
열거한다. “오래 기다리던 만왕의 왕”(찬송가, 14장)을 부르거나 
그 가사를 읽는다. 이 찬송가가 어떻게 성도들이 후기에 드리는 
기도와 같은지에 대해 토론한다. 학생들이 전에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면 주님께서 오시기를, 그리고 사악함이 끝나기를 
간구드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들도 같은 기도를 드리도록 
권유한다. 

 

요한계시록 8:5~13; 9장; 11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에게 역병과 전쟁을 퍼부으실 
것이다. (35~40분) 

(유의 사항: 가르침을 위한 이 제언은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한 
제언의 계속이다.) 

요한계시록 7장에 대한 가르침을 위한 제언에서 사용했던 일곱 
상자를 전시한다. 학생들에게 부록(288쪽)에 있는 “강조 사항” 
도표를 오버헤드 프로젝트로 보여주거나 이를 칠판에 그린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계시록에서 처음 여섯 인을 다루고 있는 구절은 얼마나 
되는가? (   절) 

• 일곱째 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 구절은 얼마나 되는가? (   절) 

• 왜 그렇게 많은 구절이 이 인에 대해 다루고 있는가? 

일곱째 상자를 열고 설명을 읽는다. “(바벨론이 멸망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심, 사탄이 묶임, 의인들이 구주와 
합세함, 평화가 천년 동안 계속됨, 사탄이 한 동안 풀림, 마지막 
큰 싸움이 있음, 마지막 심판이 있음, 지구가 해의 영광을 
받음.”) 일어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며, 요한이 일곱째 
인의 사건들을 묘사하기 위해 그렇게 많은 것을 기록한 것이 

놀랄 만한 일이 아님을 지적한다.) 

학생들에게 부록(289쪽)에 있는“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도표를 
복사해 주고 각자의 경전을 사용해 질문에 답하게 한다.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또는 그룹으로 하게 한다. 학생들이 
끝내면, 반 전체가 함께 답을 살펴본다.(첨부 도표 참조) 

 

일곱째 인의 일곱 나팔 

1.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일어난 우박과 불로 인해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요한계시록 8:7 참조) 

2.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어떤 세 가지 것이 삼분의 일씩 
변화되었는가?(요한계시록 8:8~9 참조) 

3.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분 후 별이 떨어졌다.(요한계시록 
8:10~11 참조) 

가. 그 별의 이름은 무엇인가? 

나. 그 별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4. 넷째 나팔 소리가 난 후 어떤 것 세 가지가 어두워졌는가? 
(요한계시록 8:12 참조) 

5. 다섯째 나팔 소리가 나자 무저갱에서 무엇이 
올라왔는가?(요한계시록 9:1~3 참조) 

6. 요한은 요한계시록 9장 7~10절에서 무엇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가? 

7. 여섯째 나팔 소리가 난 후에 요한이 본 이 대전투에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참전했는가?(요한계시록 9:16 참조) 

8. 이 전투에서 인간의 얼마가 숨지게 되는가?(요한계시록 9:18 
참조) 

9.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언급한 두 증인은 
누구인가?(교리와 성약 77:15 참조) 

10. 이 두 선지자는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게 되는가?(요한계시록 11:2~3 참조) 맞는 답에 모두 
동그라미하시오. 

가. 약 3년 6개월 

나. 1,260일 

다. 42개월 

11. 이 두 선지자가 성역을 마치면 그들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가?(요한계시록 11:7~12 참조) 

12. 진위형.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직전에 온 지상에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것이다.(요한계시록 11:13~14 참조) 

13. 일곱째 나팔 소리가 들린 후에 이 세상의 왕국들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요한계시록 11:15 참조) 

14. 지상 왕국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되기 전에 다음 
중 어떤 두 가지가 일어나는가?(요한계시록 11:19 참조) 

가. 태풍 

나. 우박 

다. 홍수 

라. 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