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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line of Daniel 7-12 
다니엘 7-12 장 개요 

For a quick look at the structure of the entire book of Daniel see the end of this outline. 

다니엘서의 전체 구조에 대한 짧은 개요가 노트 마지막 장에 있음 

I. OUTLINE OF DANIEL 7  
다니엘 7 장 개요 

A. Daniel’s first vision: Four beasts symbolizing four world empires (7:1-14)                
다니엘의 첫 번째 환상: 네 제국을 상징하는 네 짐승 (7:1-14)                

1. Introduction (7:1-3)                  
소개 (7:1-3)  

2. The first three beasts (7:4-6)                               
첫 번째 세 짐승 (7:4-6) 

a. First beast: Babylonian Empire (626–539 BC) – Iraq (7:4)                       
첫째 짐승: 바벨론 제국 (주전 626-539)-이라크 (7:4) 

b. Second beast: Persian Empire (539–331 BC) – Iran (7:5)                        
둘째 짐승: 페르시아 제국 (주전 539-331)-이란 (7:5) 

c. Third beast: Greek Empire (331–146 BC) – Greece (7:6)                    
셋째 짐승: 그리스 제국 (주전 331-146)-그리스 (7:6) 

3. Fourth beast: Antichrist’s empire foreshadowed by the Roman Empire (7:7-8)                
넷째 짐승: 로마 왕국에 의해 미리 보여진 적그리스도 제국 (7:7-8) 

a. Roman Empire’s western and eastern divisions (146 BC–1453 AD) (7:7a)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 됨 (주전 146-주후 1453)(7:7a) 

b. Antichrist’s empire with a 10-king confederation (7:7-8)                           
10 왕으로 연합된 적 그리스도 제국 (7:7-8) 

4. God’s leadership in the end times (7:9-14)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리더십 (7:9-14) 

a. God enthroned in majesty (7:9-10)                 
위엄의 보좌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 7:9-10)                          

b. Destruction of the Antichrist (7:11-12)                     
적그리스도의 멸망 (7: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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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esus’ heavenly coronation as King over all nations (7:13-14)               
모든 열방 가운데 왕으로서 좌정하시는 예수님 (7:13-14)                    

B. An angel’s interpretation of the vision (7:15-28)                 
환상에 관한 천사의 해석(7:15-28) 

1. Interpretation (Part 1): Victory is assured (7:15-18)               
해석 (파트 1): 승리의 확신 (7:15-18) 

a. Daniel’s response to the vision (7:15)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반응 (7:15) 

b. Daniel’s first question (7:16)                     
다니엘의 첫번째 질문(7:16) 

c. Interpretation of the four beasts (7:17)                        
네 짐승에 대한 해석 (7:17) 

d. The saints as world rulers (7:18)                              
세계를 다스리는 군왕들이 되는 성도들(7:18) 

2. Interpretation (Part 2): Prepared to rule through martyrdom  (7:19-22)                  
해석 (파트 2): 순교를 통한 통치 준비(7:19-22) 

a. Daniel’s second question: (7:19-20)                         
다니엘의 두 번째 질문: (7:19-20) 

b. Antichrist permitted to kill the saints (7:21)                                 
적 그리스도가 성도들을 죽일 권세를 받음 (7:21) 

c. God suddenly reverses all things (7:22)                          
하나님은 순식간에 모든 것을 뒤바꾸신다 (7:22) 

3. Interpretation (Part 3): The fourth beast, 10 horns, and the little horn  (7:23-27)               
해석 (파트 3): 넷 째 짐승, 10 뿔, 작은 뿔 (7:23-27) 

a. The fourth beast (7:23)                  
넷째 짐승 (7:23) 

b. The 10 horns (10 kings) (7:24a)                   
열 뿔 (10 왕들) (7:24a) 

c. The little horn (Antichrist) (7:24b-25)               
작은 뿔 (적 그리스도) (7:24b-25) 

d. The destruction of the Antichrist (7:26)       
적그리스도의 멸망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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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God’s kingdom forever ruled by the saints (7:27)                     
성도들이 다스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7:27) 

4. Daniel’s response (7:28)                           
다니엘의 반응 (7:28) 

II. OUTLINE OF DANIEL 8  
다니엘 8 장 개요 

A. The setting of Daniel’s second vision (8:1-2)                  
다니엘 두 번째 환상의 배경 (8:1-2) 

Daniel’s vision (8:3-14)                     
다니엘의 환상 (8:3-14) 

1. Persia and Greece set the stage (8:3-8)                      
바사 (페르시아)와 헬라 (그리스) (8:3-8)                

a. Persia symbolized as a ram with two horns (8:3-4)                
바사는 두 뿔을 가진 숫양을 뜻한다. (8:3-4)    

b. Greece symbolized as a goat with a notable horn: Alexander the Great (8:5-8)                     
두드러진 뿔을 가진 염소는 헬라를 상징한다: 알렌산더 대왕 (8:5-8)                           

2. The little horn as the Antichrist, foreshadowed by Antiochus (8:9-14)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에 의해 미리 보여진 적그리스도 (8:9-14) 

a. The activity of the little horn (8:10-12)                   
작은 뿔의 활동 (8:10-12)  

b. How long the defilement and persecution continues (8:13-14)                    
더러혀짐과 핍박이 얼마나 오랫 동안 계속 될 것 인가 (8:13-14) 

B. Gabriel appeared to Daniel to explain and expand the vision (8:15-25)                    
가브리엘은 환상을 설명해주고 더 상세히 알려 주기 위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8:15-25) 

1. The vision pertains to the end times (8:15-19)               
마지막 때에 관련된 환상 (8:15-19) 

2. Gabriel’s explanation of the symbols (8:20-22)                        
상징들을 설명해주는 가브리엘 (8:20-22) 

3. The Antichrist’s personality and power (8:23-25)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 (8:23-25)         

C. The importance of the vision (8:26-27)                   
환상의 중요성 (8: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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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OUTLINE OF DANIEL 9 
다니엘 9 장 개요 

A. Daniel’s intercessory prayer (9:1-19)                    
다니엘의 중보 기도 (9:1-19) 

1. The setting of the vision (9:1-2)                 
환상이 일어난 배경 (9:1-2) 

2. Daniel set his heart to seek God (9:3)                    
다니엘이 하나님을 찾기로 마음을 정하다(9:3)  

3. Daniel’s intercessory prayer (9:4-19)                       
다니엘의 중보기도 (9:4-19) 

B. Gabriel visited Daniel (9:20-23)                       
가브리엘의 다니엘 방문 (9:20-23) 

C. The 70-weeks prophecy (9:24-27) 70                 
이레에 대한 예언 (9:24-27) 

1. Israel’s salvation and restoration: six glorious promises (9:24)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 6 가지 영광의 약속들 (9:24)     

2. Events during the 69 weeks (9:25): Messiah came after Jerusalem was restored 69               
이레 동안 일어날 일들 (9:25):예루살렘이 회복된 후 메시야가 오셨다. 

3. Events after the 69 weeks (9:26): Messiah was killed and Jerusalem was destroyed                  
69 이레 후에 일어난 일들 (9:26): 메시야가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다. 

4. Events during the 70th week (9:27): the Antichrist, his covenant, and the Great  Tribulation 
70 번째 이레 동안 일어날 일들 (9:27): 적 그리스도,조약과 대환난.     

IV. OUTLINE OF DANIEL 10-12 
다니엘 10-12 장 개요      

A. Daniel’s angelic encounter  (10:1-11:1)                      
다니엘의 천사 방문 (10:1-11:1) 

1. Context of the fourth vision (10:1-3)                  
네 번째 환상이 일어난 때의 문맥 (10:1-3) 

2. The description of the mighty angel (10:4-6)                 
천사의 능력에 대한 서술 (10:4-6) 

3. The angel’s impact on Daniel (10:7-9)                   
다니엘에게 미친 천사의 영향력 (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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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he angel’s conflict related to Daniel’s prayer (10:10-14)                      
다니엘의 기도로 인한 천사의 전쟁 (10:10-14) 

5. Daniel was given divine strength (10:15-19)                      
다니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음 (10:15-19) 

6. The angel’s continued conflict (10:20-11:1)                         
계속되는 천사의 전쟁 (10:20-11:1)         

B. Daniel’s fourth vision (11:2-12:3)                          
다니엘의 네 번째 환상 (11:2-12:3) 

1. Future events related to Persia (11:2)                     
바사에 관련된 앞으로 일어날 일들 (11:2) 

2. Future events related to Greece (11:3-4)                  
헬라에 관련된 앞으로 일어날 일들 (11:3-4) 

3. Future events related to conflict between Egypt and Syria (11:5-20)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앞으로 일어날 대립에 관련된 일들. (11:5-20) 

4. Future events related to Antichrist (11:21-45)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앞으로의 일들 (11:21-45) 

a. Antiochus IV foreshadows Antichrist (11:21-35)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안티오커스 4 세 (11:21-35) 

b. The Antichrist’s religious attitudes (11:36-39)                
적그리스도의 종교적인 태도 (11:36-39) 

c. The Antichrist’s military activities (11:40-45)                
적그리스도의 군사 행동 (11:40-45) 

5. Israel’s deliverance and the resurrection (12:1-3)                     
이스라엘의 구원과 부활 (12:1-3) 

C. Details about the Great Tribulation  (12:4-13)                           
대환난에 관한 세부사항들 (12:4-13) 

1. The command to seal the vision (12:4)                           
환상을 봉하라는 명령 (12:4) 

2. The length of the Great Tribulation (12:5-7)                          
대환난의 기간 (12:5-7) 

3. The purpose of the Great Tribulation (12:8-10)                    
대환난의 목적 (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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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ransitional days after the Great Tribulation (12:11-12)                               
대 환난 후에 있을 과도기. (12:11-12) 

5. Encouragement to Daniel (12:13)                      
다니엘에게 주는 격려의 말 (12:13) 

QUICK LOOK AT DANIEL 1-12 
       다니엘 1-12 장에 짧은 개요 

The first section is historical (Dan. 1-6): Highlights six episodes in Daniel’s life            
첫 번째는 섹션은 역사적인 부분이다 (단 1-6 장): 다니엘의 생애에 있었던 6 가지사건을 조명함 

Daniel 1: Dedication of youth, refuses to compromise, embraces a fasted lifestyle in Babylon  
Daniel 2: Nebuchadnezzar’s first dream – receiving the word of Lord in crisis  
Daniel 3: Being a faithful witness (Rev. 13); deliverance from the fiery furnace  
Daniel 4: Nebuchadnezzar’s second dream – calling leaders to righteousness  
Daniel 5: Belshazzar’s feast – the sudden downfall of governments (fall of Babylon)  
Daniel 6: Daniel in the lion’s den – supernatural deliverance of believers in persecution 

다니엘 1 장: 젊은 시절의 헌신, 타협을 거절함, 바벨론에서 금식하는 삶을 살아감  
다니엘 2 장: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들임  
다니엘 3 장: 신실한 증인이 되기 (계 13 장), 풀무불에서 구원 받음  
다니엘 4 장: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 지도자들을 의로운 길에 서도록 부르심  
다니엘 5 장: 벨사살의 잔치 – 강력한 국가들의 갑작스런 몰락 (바벨론의 몰락)   
다니엘 6 장: 사자굴의 다니엘 -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의 초자연적인 구원 

The second section is prophetic (Dan. 7-12): Four visions that each relate to Israel’s destiny and conflict 
with the nations and how God plans to transition the earth to the age to come. 
두 번째는 예언적인 부분이다 (단 7-12 장) : 이스라엘의 부르심, 열방과의 충돌,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가올 
세상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 지와 연관된 4 가지 환상. 

Daniel 7: 1st vision is of four world empires in history and the little horn (Antichrist)  
Daniel 8: 2nd vision is of a ram, goat, and little horn (Antiochus/Antichrist) persecuting Israel   
Daniel 9: 3rd vision is of Gabriel and the 70-weeks prophecy of Israel’s trouble and salvation Daniel 
10-12: 4th vision is of Israel’s persecution (Antiochus/Antichrist) and final restoration             

다니엘 7 장: 첫 번째 환상, 역사 속 4 개의 세계 제국과 작은 뿔 (적그리스도).   
다니엘 8 장: 두 번째 환상, 숫양, 숫염소, 그리고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작은 뿔 (안티오쿠스/적그리스도).  
다니엘 9 장: 세 번째 환상, 가브리엘과 이스라엘이 겪을 환란과 구원에 대한 70 이레 예언   
다니엘 10-12 장: 네 번째 환상, 이스라엘이 받을 핍박 (안티오쿠스/적그리스도) 과 마지막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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