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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1 The Four Beast Kingdoms (Dan. 7:1-8) 

1과 4짐승 제국들 (단 7:1-8) 

I. OUTLINE OF DANIEL 7:1-8  

 다니엘서 7:1-8 개관  

A. Daniel’s first vision: Four beasts symbolizing four world empires (Dan. 7:1-14)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4개의 세계 제국을 상징하는 4 짐승들 (단 7:1-14) 

1. Introduction (7:1-3)                        

도입 (7:1-3) 

2. The first three beasts (7:4-6)                   

첫 3 짐승들 (7:4-6) 

a. First beast: Babylonian Empire (606–539 BC) – Iraq (7:4)            

첫째 짐승: 바벨론 제국 (주전 606–539 ) – 이라크 (7:4) 

b. Second beast: Persian Empire (539–331 BC) – Iran (7:5)             

둘째 짐승: 바사 (페르시아) 제국 (주전 539–331) – 이란 (7:5) 

c.  Third beast: Greek Empire (331–146 BC) – Greece (7:6)              

셋째 짐승: 헬라 (그리스) 제국 (주전 331–146) – 그리스 (7:6) 

3. Fourth beast: Antichrist’s empire foreshadowed by the Roman Empire (7:7-8)                

넷째 짐승: 로마제국에 의해 미리 보여진 적그리스도의 제국 (7:7-8) 

a. Roman Empire’s western and eastern divisions (146 BC–1453 AD) (7:7a)            

로마 제국의 동서 분리 (주전 146–주후 1453) (7:7a) 

b. Antichrist’s empire with a 10-king confederation (7:7-8)                     

적그리스도 제국과 10 왕들의 동맹 (7:7-8) 

II. INTRODUCTION   

 도입 

A. Daniel 7 is Daniel’s first of four visions in Daniel 7-12. It highlights how God will use four world 

empires for His purpose of bringing Israel to salvation and preparing them for world leadership, as He 

establishes His kingdom on earth as it is in heaven. It also reveals the certainty of victory and the intensity 

of the battle that Israel and the Church will have in the end times, as they stand together against the 

unprecedented evil that will manifest in the Antichrist’s empire.                       

다니엘서 7 장은 다니엘서 7-12 장에 나오는 4 개의 환상 중 첫 번째 환상이다.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하시듯,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오시고 이들을 세계의 지도자들로 준비시키시는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기위해 4 개의 세계 

제국들을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또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과 교회가 겪을 승리의 

확실성과 전쟁의 강도를 보여준다. 이스라엘과 교회는 적그리스도 제국에서 드러나는 전에 없던 악에 

대항하여 함께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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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 603 BC, while Daniel was a young man, possibly in his late teens, God gave him prophetic insight into 

the same kingdoms that He revealed to Nebuchadnezzar in a dream (Dan. 2)                   

주전 603 년, 다니엘이 아마 10 대 후반 젊은 청년이었을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나타내셨던 (단 2장) 동일한 제국들에 대한 예언적인 통찰력을 그에게 주신다. 

III.  THE FOUR BEASTS (DAN. 7) AND THE GREAT STATUE (DAN. 2) 

  4 짐승들 (단 7장) 그리고 큰 신상 (단 2장) 

A. Daniel 7 confirms and elaborates on what was given in a dream to Nebuchadnezzar in Daniel 2. We must 

compare Daniel 7 with Daniel 2 to gain more understanding; they are from different perspectives. 

Nebuchadnezzar saw four mighty kingdoms represented by precious metals in a statue of a glorious man 

(2:31-45). The head was gold, the chest was silver, and the belly and thighs were bronze, etc. 

Nebuchadnezzar saw these kingdoms from man’s perspective—as glorious, like gold and silver. Daniel 

saw these same kingdoms, but from God’s perspective—as wild beasts that devour all that are in their 

path.                            

다니엘서 7 장은 다니엘서 2 장에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으로 보여준 내용을 확인해 주며 상세히 

설명한다. 우리는 더 많은 이해를 위해 다니엘서 2장과 7장을 비교해야만 한다; 이 두 장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매우 찬란한 광채의 신상에서 귀금속으로 표현된 4개의 강력한 

제국들을 보았다 (2:31-45). 머리는 순금, 가슴은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 (청동)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인간의 관점에서 이 제국들을 보았기에, 매우 영광스럽고 금과 은처럼 보였다. 다니엘은 

이와 동일한 제국들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기에 자신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는 

짐승의 모습으로 보였다. 

B. The head of gold represents the Babylonian Empire (605–539 BC). The chest of silver represents the 

Medo-Persian Empire (539–331 BC). The belly of bronze represents the Greek Empire (331–146 BC). 

The legs, feet, and toes of iron and clay represent the Antichrist’s empire as foreshadowed by the Roman 

Empire (146 BC–1453 AD).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나타낸다 (주전 605-539). 은으로 된 가슴은 메데-바사 제국을 

나타낸다 (주전 539-331). 놋으로 된 배는 헬라 제국을 나타낸다 (주전 331-146). 철로 된 다리와 철과 

흙으로 된 발, 발가락은 로마 제국에 의해 미리 보여진 적그리스도 제국을 나타낸다 (주전 146 - 주후 

1453). 

31
“You, O king, were watching…a great image…

32
This image’s head was of fine gold, its chest and 

arms of silver, its belly and thighs of bronze, 
33

its legs of iron, its feet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clay. 
34

You watched while a stone was cut out without hands, which struck the image on its feet…
35

The iron, 

the clay, the bronze, the silver, and the gold were crushed together…the stone that struck the image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the whole earth.” (Dan. 2:31-35) 
31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 
32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놋이요 
33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

 그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단 2:31-35) 

C. The two legs of iron represent the two divisions of the Roman Empire—the western division (146 BC–

476 AD) and the eastern division (330–1453 AD). The two feet with 10 toes are parallel to the 10 horns in 

the Daniel 7 vision. They represent the 10-king confederation under the Antichrist (2:41-42; 7:7, 20, 24; 

Rev. 12:3; 13:1; 17:3, 7, 12, 16).                       

철로 된 두 다리는 서 로마 제국 (주전 146 – 주후 476) 과 동 로마 제국(주전 330 - 1453) 으로 나뉘어진 

로마 제국을 나타낸다. 10 개의 발가락으로 된 두 발은 다니엘 7 장의 10 개 뿔과 일치한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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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그리스도 하의 10왕들의 동맹을 나타낸다 (단 2:41-42; 7:7, 20, 24; 계 12:3; 13:1; 17:3, 7, 12, 16). 

41
“You saw the feet and toes, partly of clay and partly of iron, the kingdom shall be divided… 

42
And as 

the toes of the feet were partly of iron and partly of clay, so the kingdom shall be partly strong and 

partly fragile.” (Dan. 2:41-42) 
41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 
42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단 2:41-42) 

D. The stone that struck the image speaks of Jesus and His eternal kingdom (2:35, 44-45). The stone being 

cut without hands means that it has a divine origin. The stone will consume all the other kingdoms and 

shall stand forever (2:44).                                

이 신상을 친 돌은 예수님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말한다 (2:35, 44-45). 이 돌이 손으로 떼어지지 

않았음은 이 돌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한다. 이 돌은 다른 모든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2:44). 

44
“And in the days of these kings the God of heaven will set up a kingdom which shall never be 

destroyed…it shall break in pieces and consume all these kingdoms, and it shall stand forever. 
45

Inasmuch as you saw that the stone was cut out of the mountain without hands, and that it broke in 

pieces the iron, the bronze, the clay, the silver, and the gold—the great God has made known to the 

king what will come to pass after this.” (Dan. 2:44-45) 
44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45

 손대지 아니한 돌(한글 KJV: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단 2:44-45) 

IV. DANIEL’S VISION OF THE FOUR BEASTS (DAN. 7:1-8)  
 4 짐승들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 (단 7:1-8) 

A. Daniel saw four winds stirring the Mediterranean Sea, bringing upheaval to the nations (7:1-3).              

다니엘은 4 종류의 바람이 지중해를 흔들며 열방에 격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7:1-3). 

1
In the first year of Belshazzar king of Babylon, Daniel had a dream and visions of his head while on 

his bed. Then he wrote down the dream, telling the main facts. 
2
Daniel spoke, saying, “I saw in my 

vision by night, and behold, the four winds of heaven [angelic and demonic activity] were stirring up 

the Great Sea [Mediterranean]. 
3
And four great beasts [empires] came up from the sea, each different 

from the other.” (Dan. 7:1-3)  
1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2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 

[천사적이고 악마적인]이 큰 바다  [지중해]로 몰려 불더니 
3
 큰 짐승 넷[제국들]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단 7:1-3) 

1. The first year: Belshazzar’s reign over Babylon began in 553 BC. This was 14 years before Israel 

was freed from Babylon. This vision gave Israel hope in their suffering.   

Daniel was about 70 years old when he had this vision.                

원년에: 바벨론에 대한 벨사살의 통치는 주전 553 년에 시작되었다. 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부터 자유케 되기 14년 전이었다. 이 환상은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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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다. 다니엘이 이 환상을 받았을 때는 대략 70살이었다. 

2. Daniel had a dream: He had visions of his head while on his bed at night. He wrote down the 

dream, telling only the main facts.        

다니엘이 꿈을 꾸며: 그가 밤에 침상에서 잠을 잘 때 머리 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그는 꿈을 

기록했고, 주요 사실들만 말했다. 

3. Great Sea: Scripture describes the Mediterranean Sea as the Great Sea (Num. 34:6-7; Josh. 1:4; 

9:1; 15:12, 47; 23:4; Ezek. 47:10). The sea represents the kingdoms of man being filled with 

chaos (Isa. 57:20). The nations that are highlighted in this vision include those near the 

Mediterranean Sea—nations in the Middle East, Europe, and North Africa.             

큰 바다: 성경은 지중해를 큰 바다라고 기록한다 (민 34:6-7; 수 1:4; 9:1; 15:12, 47; 23:4; 겔 

47:10). 바다는 혼란으로 가득 찬 인간의 나라를 나타낸다 (사 57:20). 이 환상에서 조명된 

나라들은 지중해 부근의 나라들로써 중동, 유럽, 북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다. 

20
“But the wicked are like the troubled sea, when it cannot rest…” (Isa. 57:20) 

20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 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사 57:20) 

4. Four winds of heaven: These winds symbolize spiritual forces, both angelic and demonic, that 

stirred up the nations of the Middle East, Europe, and North Africa, etc. This represents God’s 

orchestration of history in appointing nations to rise and fall.              

하늘의 4 바람: 이 바람들은 천사와 악마, 모두의 영적인 힘들을 상징하며, 이는 중동, 유럽, 

북아프리카 등의 나라들을 요동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이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는 것을 

정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심을 나타낸다. 

5. Four great beasts: Daniel saw four wild animals—each represented an ancient empire in the 

Mediterranean region, which persecuted Israel and caused great turmoil in the region.            

큰 짐승 넷: 다니엘은 네 짐승들을 보았다. 각각은 지중해 부근의 고대 제국을 나타내며, 이들은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이 지역에 혼란을 가져왔다. 

B. First beast: A lion with eagle’s wings refers to the Babylonian Empire, 605–539 BC (7:4).   

The lion (Jer. 4:7; 49:19; 50:17, 44) and the eagle (Jer. 49:22; Lam. 4:19; Ezek. 17:3; Hab. 1:8) were both 

used in the Scripture to describe the Babylonian Empire.                               

첫째 짐승: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는 바벨론 제국을 말한다, 주전 605–539 (7:4).   

사자 (렘 4:7; 49:19; 50:17, 44) 와 독수리 (렘 49:22; 애 4:19; 겔 17:3; 합 1:8) 는 모두 성경에서 바벨론 

제국을 설명하는데 사용되었다. 

4
“The first [Babylon] was like a lion, and had eagle’s wings. I watched till its wings were plucked off; 

and it was lifted up from the earth and made to stand on two feet like a man, and a man’s heart was 

given to it.” (Dan. 7:4) 
4
 첫째 [바벨론]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단 7:4) 

1. Like a lion: This speaks of being strong, majestic, and courageous.               

사자와 같은: 이는 힘이 강하고 위풍당당하며, 용감함을 말한다.     

     



DANIEL: STUDIES IN THE END TIMES – MIKE BICKLE 
Session 1 The Four Beast Kingdoms (Dan. 7:1-8)  1과 네 짐승 제국들 (단 7:1-8) P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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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Had eagle’s wings: This speaks of military speed.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이는 군사적인 속도를 말한다. 

3. Its wings were plucked off: This speaks of being humbled.              

그 날개가 뽑혔고: 이는 겸손케 됨을 말한다. 

4. A man’s heart was given to it: This speaks of being domesticated.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는 길들여짐을 말한다. 

5. It was made to stand: This implies standing like a man instead of like a lion, which cannot attack 

or devour others when standing on two feet.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이는 사자와 같이 선 것이 아닌, 사람과 같이 서 있어서 두 발로 

서게 될 때 다른 이들을 공격하거나 삼킬 수 없음을 말한다. 

6. The reference to the wings being plucked off, being made to stand on two feet like a man, and 

being given a man’s heart, is seen in Nebuchadnezzar’s experience in Daniel 4.            

날개가 뽑히며, 사람과 같이 두 발로 서게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는 것은 다니엘서 

4장의 느부갓네살의 경험에서 볼 수 있다. 

C. Second beast: A bear with ribs in its mouth refers to the Persian Empire, 538–331 BC (7:5)               

둘째 짐승: 갈빗대를 입에 물고 있는 곰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말한다, 주전 538–331 (7:5). 

5
“Another beast [Medo-Persia], a second, like a bear. It was raised up on one side, and had three ribs 

in its mouth between its teeth. They said thus to it: ‘Arise, devour much flesh!’” 

(Dan. 7:5)  
5
 다른 짐승 [메데-바사]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세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단 7:5) 

1. A bear: Medo-Persia was like a fierce bear, with slow but steady military progress.   

The bear, after the lion, was the second most dreaded predator at that time in that region.   

The bear was larger and more cumbersome than the lion, yet it had great strength.                      

곰: 메데-바사는 사나운 곰과 같았으며, 느리지만 꾸준한 군사적인 전진을 해나갔다. 사자 

다음으로 나온 곰은 그 당시 이 지역에서 두 번째로 무서운 포식자였다. 곰은 사자보다 더 크고 

다루기 어렵지만,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2. One side: It was raised up on one side. This speaks of the Persian dominance over Media.           

몸 한쪽: 이 곰은 몸 한쪽이 들려 있었다. 이는 바사 제국이 메데보다 우월했음을 말한다. 

a. This is parallel to the ram with one horn raised higher than the other (8:3).                

이는 숫양의 한 뿔이 다른 뿔 보다 긴 것과 아주 유사하다 (8:3) 

b. The beast raised on one side represented the greater strength of Persia; it coincides with the 

two-horned ram of Daniel 8, whose one horn was larger than the other.                 

이 짐승의 몸 한쪽이 들려 있었던 것은 바사 제국의 힘이 더 컸던 것을 나타낸다; 이는 

다니엘서 8장의 두 뿔을 가진 숫양의 한 쪽 뿔이 다른 쪽보다 길었던 것과 일치한다. 

3. Three ribs: The three ribs in its mouth represented the three major kingdoms it conquered as it 

rose to power: Lydia (546 BC), Babylon (539 BC), and Egypt (525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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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갈빗대: 곰이 입에 물고 있는 이 세 갈빗대는 이 제국이 권세를 얻으며 정복한 3 제국을 

말한다: 리디아 (주전 546), 바벨론 (주전 539), 애굽 (주전 525). 

4. Arise, devour much flesh: God mandated Persia to arise and conquer more nations.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나님은 바사 제국이 일어나 많은 나라를 정복할 것을 명령하셨다. 

D. Third beast: A leopard with four wings refers to the Greek Empire, 331–146 BC (7:6).                   

셋째 짐승: 4 날개를 가진 표범은 헬라 제국을 말한다, BC 331–146 (7:6). 

6
“I looked, and there was another [Greece], like a leopard, which had on its back four wings of a bird. 

The beast also had four heads, and dominion was given to it.” (Dan. 7:6)  
6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헬라, 그리스]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단 7:6) 

1. Like a leopard: Greece was fierce, agile, fast and cunning. The leopard is known for its quickness 

and it cunning.                     

표범과 같은 것: 헬라 제국은 사납고 민첩하며, 빠르고 교활했다. 표범은 빠르고 교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Four wings: Having four wings like bird spoke of its amazing speed in military conquest.        

날개 넷: 새처럼 4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놀랄만한 군사적인 정복 속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3. Four heads: After the death of Alexander the Great, four of his generals divided up his kingdom 

into four separate kingdoms. This parallels the four notable horns of Daniel 8:8.                          

머리 넷: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 이후, 그의 네 장군들은 그의 제국을 4개의 제국으로 나눴다. 

이는 다니엘서 8:8절의 현저한 뿔 넷과 일치한다. 

4. Dominion: This spoke of the Greek government and culture pervading the ancient world. 

Alexander did not simply conquer kingdoms militarily. He won them over to the Greek language 

and way of life. Hellenization impacted the whole ancient world.                  

권세: 이는 헬라의 통치와 문화가 고대 세계에 만연했음을 말한다. 알렉산더는 제국을 단순히 

군사적으로만 정복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헬라 언어와 삶의 방식을 통해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다. 헬라화 정책은 전체 고대 세계에 영향을 미쳤다. 

E. Fourth Beast: This refers to the Antichrist as foreshadowed by the Roman Empire (7:7-8).  

This beast has three stages—the ancient empire (146 BC–1453 AD); the end-time confederacy made up 

of 10 kings and the Antichrist’s dictatorship ruling over the 10-nation confederation.                 

넷째 짐승: 이는 로마 제국에 의해 예시된 적그리스도를 말한다 (7:7-8). 이 짐승은 세 단계가 있다 – 고대 

제국  (주전 146 – 주후 1453); 마지막 때 10 왕으로 이루어진 동맹, 그리고 이 10나라 동맹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독재 정부. 

7
“Behold, a fourth beast, dreadful and terrible, exceedingly strong. It had huge iron teeth; it was 

devouring, breaking in pieces, and trampling the residue with its feet. It was different from all the 

beasts that were before it, and it had ten horns.” (Dan. 7:7)  
7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 뿔이 

있더라 (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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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fourth beast: The ancient Roman Empire prophetically foreshadowed, or pictured, the 

Antichrist’s end-time empire made up of a 10-nation confederation (Rev. 17:12-13).               

넷째 짐승: 고대 로마 제국은 10나라 동맹 (계 16:12-13) 으로 이루어진 적그리스도의 마지막 때 

제국을 예언적으로 예시 혹은 보여주었다. 

2. It had ten horns: A 10-nation confederation will align with the Antichrist. The 10 end-time 

nations are symbolized here by 10 horns; in Daniel 2 they are seen as 10 toes (2:41-42; 7:7, 20, 

24; Rev. 12:3; 13:1; 17:3, 7, 12, 16).                   

열 뿔이 있더라: 10 나라 동맹은 적그리스도와 동조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10나라는 10개의 

뿔로 상징된다; 다니엘서 2장에서 이들은 10개의 발가락으로 보여진다 (2:41-42; 7:7, 20, 24; 

Rev. 12:3; 13:1; 17:3, 7, 12, 16). 

24
“The ten horns are ten kings who shall arise from this kingdom.” (Dan. 7:24)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 (단 7:24) 

 
12

“The ten horns which you saw are ten kings…they receive authority for one hour as kings 

with the beast [Antichrist]…
13

they will give their power and authority to the beast...
17

God has 

put it into their hearts to fulfill His purpose, to be of one mind, and to give their kingdom to the 

beast, until the words of God are fulfilled.” (Rev. 17:12-17)  
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 다만 짐승[적그리스도]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 
17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계 17:12-17) 

3. Dreadful and terrible: Daniel was deeply troubled by the terror of this beast (7:15, 28). If we are 

not troubled by what Daniel shared about the Antichrist, then it means that we have not yet 

understood what he saw.                    

무섭고 놀라우며: 다니엘은 이 짐승이 두려움으로 인해 깊이 근심했다 (7:15, 28). 만일 우리가 

다니엘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나눈 것으로 인해 근심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 그가 본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4. It had huge iron teeth: Iron teeth speaks of the ability to devour anything—unstoppable.  

The huge, or massive, teeth correspond to the legs of iron in the statue (Dan. 2:33, 40-41), 

emphasizing its overwhelming destructive power.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철로 된 이는 어떤 것이든 삼켜버릴 수 있고 멈출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이 크고, 거대한 이는 신상에서는 철로 된 다리에 해당되며 (단 2:33, 40-41), 이는 

압도적이고 파괴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5. Trampling the residue with its feet: This speaks of continuing to trample a nation after it is 

already defeated. The Antichrist will show no mercy or kindness towards those he conquers; he is 

ruthless and cruel, and will crush and trample everything that was not initially destroyed in the 

hostile military takeover.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는 한 나라를 정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 나라를 짓밟는 것을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자신이 정복한 나라에 대해 어떤 자비나 긍휼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는 

무자비하고 잔혹하며, 적대적인 군사 장악시 초기에 파괴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진압하고 

짓밟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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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t was different: The Antichrist’s empire will be energized by demonic power. The beast was so 

terrifying and ferocious that there was no animal to compare it to.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적그리스도 제국은 악마적인 힘에 의해 힘을 얻을 것이다. 이 짐승은 

너무도 무섭고 맹렬하기에, 이와 견줄 다른 동물이 없었다. 

2
The dragon [Satan] gave him [Antichrist] his power,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13
He 

performs great signs, so that he even makes fire come down from heaven…  

(Rev. 13:2, 13) 
2
 … 용[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 

13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계 13:2, 13) 

7. Daniel emphasized four times that the Antichrist is different from all other kingdoms (7:7, 19, 23, 

24). This detail is far too important to overlook.                          

다니엘은 적그리스도가 다른 모든 제국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4번이나 강조했다 (7:7, 19, 23, 

24). 이는 간과하기에는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다. 

19
“…the fourth beast, which was different from all the others…” (Dan. 7:19) 

19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 (단 7:19) 

 

23
“The fourth beast…shall be different from all other kingdoms…” (Dan. 7:23) 

23
 … 넷째 짐승은 …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 (단 7:23) 

 
24

“…another shall rise after them; he shall be different…” (Dan. 7:24) 
24

 …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 (단 7:24) 

a. The Antichrist is the “composite beast” in which the former beast kingdoms will culminate 

and find expression. He is more than a beast, but is the beast, who incorporates all the former 

beast kingdoms, including the evil spirits, territory, and ethnicity of the former kingdoms.  

적그리스도는 “복합적인 짐승”이며, 이 안에 전의 짐승의 제국들의 성격들이 최대한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는 그저 단순한 짐승이 아닌, 모든 전의 짐승 제국들의 악한 영과 

영토, 민족성을 다 포함하는 특별한 짐승이 될 것이다. 

F. While focusing on the 10 horns, he saw a little horn which makes the beast so different (7:8).                  

그가 10 개의 뿔을 유심히 바라볼 때, 그는 작은 뿔이 나오고 이것이 그 짐승을 매우 다르게 만들어 

버리는 것을 본다 (7:8). 

8
“I was considering the horns, and there was another horn, a little one, coming up among them, before 

whom three of the first horns were plucked out by the roots. And there, in this horn, were eyes like the 

eyes of a man, and a mouth speaking pompous words.” (Dan. 7:8)  
8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단 7:8) 

1. Little horn: It speaks of a political leader that starts out “little,” or with a small sphere of 

authority and influence, as a seemingly insignificant regional leader.                

작은 뿔: 이는 아마도 겉보기에는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는 지역의 지도자로서 “적게”, 혹은 

작은 영역의 권세나 영향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를 말한다. 

a. The fact that the little horn is mentioned four times in this vision (7:8, 11, 20, 21) tells us how 

important this detail is. It is very significant and must not be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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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환상에서 작은 뿔이 4번이나 언급되었다는 사실 (7:8, 11, 20, 21) 은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는 매우 중요하며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b. The little horn is the Beast of Revelation and the man of sin in Paul’s teaching  

(2 Thes. 2:3). The little horn is the wicked prince who will take away the sacrifice in the 

temple (8:11; 9:27; 11:31; 12:11; Mt. 24:15). The little horn of Daniel 7 is the same little horn 

of Daniel 8:9, and the despicable person of Daniel 11:21.                    

이 작은 뿔은 계시록의 짐승, 혹은 바울의 가르침에 나오는 불법의 사람을 말한다 (살후 2:3). 

이 작은 뿔은 성전의 제사를 없애 버릴 악한 왕이다 (8:11; 9:27; 11:31; 12:11; Mt. 24:15). 

다니엘서 7 장의 이 작은 뿔은 다니엘서 8:9 절의 작은 뿔과 동일한 것이며, 다니엘서 

11:21절의 비천한 사람과 동일한 존재이다. 

c. Hitler is an example from recent history of a leader who started out as a “little horn,” or an 

insignificant regional leader, who became a “big horn,” a major world leader. In 1928 he ran 

for president of Germany and received only 2% of the vote. However, within five years 

(1933), he became chancellor of Germany. His rise to power came very suddenly, and it 

surprised many.                              

히틀러는 “작은 뿔,” 혹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의 지도자로 시작해서 “큰 뿔,” 주요한 

세계 지도자가 된 최근 역사의 지도자의 예이다. 1928년, 그는 독일 대통령 (역주: 명목상 

국가수반) 에 출마했지만 2%의 지지밖에 얻지 못했다. 그러나 5 년 이내에 (1933), 그는 

독일 수상 (역주: 실질적인 권력자) 이 되었다. 그가 권력을 얻게 된 것은 매우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2. Eyes like a man: In this horn were eyes like a man, which speaks of great intelligence.                  

사람의 눈 같은 눈: 이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었으며, 이는 뛰어난 지능을 말한다. 

3. Mouth speaking pompous words: The Antichrist will speak pompous, arrogant words. His 

arrogant words will create fear (threats) and/or excitement (false promises) in the nations. His 

arrogant words are emphasized four times in this chapter (7:8, 11, 20, 25).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적그리스도는 호언장담하며 거만한 말을 할 것이다. 그의 거만한 

말들은 열방 가운데 두려움 (위협) 그리고/또는 흥분 (거짓 약속들) 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의 

거만한 말들은 이 장에서 4번이나 강조되어 있다 (7:8, 11, 20, 25). 

8
“In this horn [was]…a mouth speaking pompous words.” (Dan. 7:8)  

8
 … 이 작은 뿔에는 …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단 7:8) 

 

20
“…that horn which had eyes and a mouth which spoke pompous words.” (Dan. 7:20)  

20
…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 (단 7:20) 

 

25
“He shall speak pompous words against the Most High.” (Dan. 7:25)  

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 (단 7:25) 

 
36

“The king…shall speak blasphemies against the God of gods…” (Dan. 11:36)  
36

 그 왕은 …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 (단 11:36) 

4. Three horns plucked out: Three of the first horns or kings will be plucked out by the roots, or 

killed, in a violent overthrow led by the Antichrist. This is part of how he will seize control of the 

10-nation confederacy and come onto the world stage as a leader. When these three world lea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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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killed, the Church will understand it as a prophetic sign of the times—knowing that the 

Antichrist will soon be manifest on the world stage.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첫 뿔들 혹은 왕들 중 셋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난폭하게 

전복되고, 뿌리까지 뽑힘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어떻게 10 나라 

연합을 제어하고 전 세계의 지도자로 서게 되는지의 한 부분을 보여준다. 이 세 명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할 때 교회는 이 사실을 시대의 예언적인 징조로 이해하게 될 것이며, 

적그리스도가 곧 세계 무대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8
“…before whom three of the first horns were plucked out by the roots.” (Dan. 7:8)  

8
 … 첫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 (단 7:8) 

V. THREE STAGES OF THE FOURTH BEAST 

 넷째 짐승의 3단계 

A. This beast has three stages: the ancient empire (146 BC–1453 AD); the end-time confederacy made up of 

10 kings, and the Antichrist’s dictatorship ruling over the 10-nation confederation. The ancient Roman 

Empire prophetically foreshadowed, or pictured, the Antichrist’s empire.                       

이 짐승은 세 단계가 있다 – 고대 제국 (주전 146 -  주후 AD 1453); 마지막 때 10 왕으로 이루어진 동맹, 

그리고 이 10 나라 동맹을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독재 정부. 고대 로마 제국은 적그리스도 제국을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주거나 보여줬다. 

B. The ancient Roman Empire: This includes the western (146 BC–476 AD) and the eastern (330–1453 AD) 

divisions of the empire. The Eastern Roman Empire, also called the Byzantine Empire, lasted for 1,000 

years after the fall of Rome and the Western Roman Empire.                    

고대 로마 제국: 이는 서쪽 (주전 146 – 주후 476)과 동쪽 (주전 330 – 1453 )으로 나뉘어진 제국을 

말한다. 비잔틴 제국이라고 불리는 동로마 제국은 로마의 몰락과 서 로마 제국의 몰락 이후에도 1,000년 

동안 지속되었다. 

1. The Eastern Empire was started either by Emperor Diocletian in 285 AD or Emperor Constantine 

in 330 AD, when the capital transferred from Rome to Byzantium, later known as Constantinople 

and Nova Roma (New Rome), and today as Istanbul in Turkey. It was the most powerful 

economic, cultural, and military force in Europe at the time.               

동 로마 제국은 주후 285 년 디오클레티안 황제 혹은 주후 330 년에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 

수도를 로마에서 비잔틴, -즉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노바 로마 (신 로마) 로 알려진 현대 

터키의 이스탄불 -로 수도를 옮길 때에 시작되었다. 이곳은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문화, 군사적인 힘을 가진 곳이었다. 

2. By seeing that the Roman Empire did not stop in 476 AD, but continued until 1453 AD in its 

eastern division, we see that Antichrist’s empire has historic roots in Islamic nations.        

로마 제국이 주후 476에 끝나지 않고, 동쪽 제국이 주후 1453년까지 지속된 것을 볼 때, 우리는 

적그리스도 제국이 이슬람 국가들에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 The Roman Empire covered most of the Middle East. The future beast kingdoms will “live on” in 

the former beast kingdoms. The Roman Empire “lives on” through the influence of both its 

eastern and western divisions.                      

로마 제국은 대부분의 중동 지방을 덮고 있었다. 미래의 짐승의 제국은 이전 짐승 제국들 안에 

“존속하게” 될 것이다. 로마 제국은 동쪽과 서쪽 지역 모두의 영향력을 통해 “존속하고” 있다. 

http://en.wikipedia.org/wiki/Western_Roman_Empire
http://en.wikipedia.org/wiki/Roman_Empire
http://en.wikipedia.org/wiki/Diocletian
http://en.wikipedia.org/wiki/Rome
http://en.wikipedia.org/wiki/Byzan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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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 1453 the Eastern Roman Empire fell to the Ottoman Empire, with its dominant Islamic rule 

and culture, which swept into the Middle East and Europe. Essentially, the spirit of Rome lives on 

in the Islamic governments that have ruled and still rule that region.     

1453년, 동 로마 제국은 이슬람 통치와 문화가 지배적인 오스만 제국에 무릎을 꿇었으며, 이는 

중동과 유럽으로 밀고 들어 갔다. 근본적으로, 이 지역을 통치했고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 이슬람 

정부들 안에는 로마의 정신이 존재하며 존속하고 있다. 

5. The Antichrist may come from the geographic territory associated with the eastern division of the 

Roman Empire (8:9). This overlaps with the region where Antiochus ruled the Seleucid Empire—

Syria, and parts of Turkey, Babylon (Iraq), and Persia (Iran).                   

적그리스도는 동 로마 제국 지역과 연관된 지리적인 영역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다 (8:9). 이 

지역은 안티오쿠스가 셀레우코스 제국을 다스렸던 지역과 겹친다 - 시리아, 터키의 일부, 

바벨론 (이라크), 페르시아 (이란). 

8
…the large horn [Alexander the Great] was broken, and in place of it [Greek Empire] four 

notable ones [four Greek generals] came up…
9
And out of one of them came a little horn 

[Antichrist] which grew exceedingly great toward the south, toward the east, and toward the 

Glorious Land. (Dan. 8:8-9)  
8
 …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알렉산더 대제]이 꺾이고 그[그리스 제국] 대신에 현저한 뿔 넷[그리스 

장군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9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적그리스도]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단 8:8-9) 

6. Antiochus Epiphanes was a prophetic picture giving insight into the Antichrist.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주는, 그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이다. 

C. A 10-nation confederation: It seems probable that an end-time empire will arise that will initially be 

under 10 kings. It will cover areas of the eastern and western parts of the ancient Roman Empire, 

geographically and ethnically. It will later be usurped by the Antichrist.                      

10 나라 동맹: 마지막 때 제국은 초기에는 10왕들의 통치 하에서 일어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고대 

로마 제국의 동쪽과 서쪽을 지리적, 민족적으로 포함할 것이다. 이는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빼앗길 

것이다. 

24
“The ten horns are ten kings who shall arise from this kingdom.” (Dan. 7:24)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 (단 7:24) 

 
12

“The ten horns which you saw are ten kings…they receive authority for one hour as kings with the 

beast [Antichrist]. 
13

They will give their power…to the beast.” (Rev. 17:12-13) 
12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 [적그리스도]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계 17:!2-13) 

1. The 10 nations may arise within the boundaries of ancient Rome, including the eastern or western 

division of the Roman Empire. Geographic territory and ethnic continuity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the end-time implications of this vision.                  

이 10 나라들은 고대 로마의 국경안에서 일어날 것이며, 로마 제국의 동쪽과 서쪽 부분을 

포함할 것이다. 지리적인 영토와 민족적인 연속성은 이 환상이 마지막 때에 대해 암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2. This confederacy will probably be made up of mostly Islamic nations, leaders, and people li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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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out the Middle East, Europe, and the former Soviet Union. Rome figures in Daniel 2, but 

the Antichrist’s 10-nation confederation will probably be mostly Islamic.   

A non-Islamic leader ruling the Islamic world against Israel is unlikely.                        

이 동맹은 아마도 대부분 이슬람 나라들과 지도자들, 그리고 중동과 유럽과 이전 소련 연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로마는 다니엘서 2 장에 나온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10나라 동맹은 대부분 이슬람 나라들이 될 것이다.   

이슬람 세계를 통치하며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도 이슬람이 아닌 지도자는 있을 것 같지 않다. 

3. Ezekiel prophesied that the Antichrist would bring with him various Islamic nations to fight Israel 

(Ezek. 38:5-6). Gomer and Togarmah both refer to modern-day Turkey.                        

에스겔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 여러 이슬람 나라들을 데리고 올 것을 

예언했다 (겔 38:5-6). 고멜과 도갈마는 모두 현재의 터키를 말한다. 

 5
“Persia, Ethiopia, and Libya are with them [Antichrist’s army], all of them with shield and 

helmet; 
6
Gomer [Turkey] and all its troops; the house of Togarmah [eastern Turkey] from the 

far north and all its troops—many people are with you.” (Ezek. 38:5-6) 
5
 그들 [적그리스도 군대]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6
 고멜 [터키]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의 도갈마 족속[동 터키]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겔 38:5-6) 

4. The fourth beast may be divided between the east and west—the two legs (2:33), and separate 

toes (2:41-43). It may be that one leg is in the east and one is in the west.                   

넷째 짐승은 동쪽과 서쪽 사이로 갈라질 수도 있다 – 두 다리 (2:33), 그리고 각각의 발가락들 

(2:41-43). 한 다리는 동쪽에 있고, 다른 한 다리는 서쪽에 있을 수도 있다. 

D. The dictatorship of the Antichrist: The Antichrist will “arise after” the 10-nation confederation is in 

power. He will arise to take it over (7:24). He will lead a violent overthrow of the government to seize 

control of the 10-nation confederacy by having three of the kings killed. They are described as being 

plucked out by the roots (7:7), falling before the little horn (7:20), and being subdued by him (7:24).  

적그리스도의 독재 정부: 적그리스도는 10나라 동맹이 권세를 얻은 “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는 

일어나서 이를 정복해버릴 것이다 (7:24). 그는 10 나라 동맹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이 중 세 왕들을 

죽이면서까지 난폭하게 전복시킬 것이다. 그들은 뿌리까지 뽑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7:7), 작은 

뿔 앞에서 빠질 것이며 (7:20), 그에 의해 복속될 것이다 (7:24). 

24
“The ten horns are ten kings who shall arise…and another shall rise after them; He [Antichrist] shall 

be different from the first ones, and shall subdue three kings.” (Dan. 7:24) 
24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 [적그리스도]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단 7:24) 

http://av1611.com/verseclick/gobible.php?p=Eze_38.2
http://av1611.com/verseclick/gobible.php?p=Eze_3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