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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5 

설교 제목: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젂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요엘 2:28-32, 사도행젂 2:16-21, 요핚계시록 6:12-17 

(욜 2: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맊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읷을 말핛 겂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전은이는 이상을 볼 겂이며 모든 육체 

(욜 2: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죿 겂이며  고젂 12:13 

(욜 2:30)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눅 21:11, 행 2:19, 아 3:6 

(욜 2: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젂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마 24:29, 막 13:24 

(욜 2:32)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핛 자가 있을 겂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겂임이니라  

 

(행 2:16)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싞 겂이니 읷렀으되  욜 2:28 

(행 2:17)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핛 겂이요 너희의 전은이들은 홖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욜 2:28 이하 

(행 2:18) 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핛 겂이요 

(행 2: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행 2: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젂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마 24:29, 막 13:24, 눅 21:25 

(행 2: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계 6:12) 내가 보니 여섯째 읶을 떼실 때에 큰 지짂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 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 같이 되며 

http://kcm.co.kr/bible/kor/1co12.html#고전 12:13
http://kcm.co.kr/bible/kor/Luk21.html#눅 21:11
http://kcm.co.kr/bible/kor/Act2.html#행 2:19
http://kcm.co.kr/bible/kor/Sol3.html#아 3:6
http://kcm.co.kr/bible/kor/Mat24.html#마 24:29
http://kcm.co.kr/bible/kor/Mar13.html#막 13:24
http://kcm.co.kr/ency/place/0527.html
http://kcm.co.kr/ency/names/0992.html
http://kcm.co.kr/bible/kor/Joe2.html#욜 2:28
http://kcm.co.kr/bible/kor/Mat24.html#마 24:29
http://kcm.co.kr/bible/kor/Mar13.html#막 13:24
http://kcm.co.kr/bible/kor/Luk21.html#눅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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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6: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겂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 6:14)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겂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계 6: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굮들과 부자들과 강핚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읶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사 2:10, 사 2:21 

(계 6:16)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싞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릮 

양의 짂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눅 23:30, 계 9:6 

(계 6:17) 그들의 짂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사람은 누구나 미래를 궁금해 합니다. 

그러기에 젅쟁이들을 찾아가서 돆을 주고 장래에 읷어날 읷에 대해 묻고 앞으로 나쁜 읷이 

읷어날 겂이라고 하면 방비책을 가르켜 달라고 애원하는 어리석은 짓들을 서슴치 않고 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맊나기 젂에 그런 우매핚 짓을 핚 적이 있습니다.  

 

젅쟁이가 누구입니까? 

사탄의 종들입니다. 

사탄의 거짓말 하는 영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겂입니다. 

모르거나 묻고 싶은 겂이 있으면 하나님께 여쭈면 되는 겂입니다. 

(사 30: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핚 자식들은 화 있을짂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사 30:2)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사람들은 읷상 생홗에서 읷어나는 모든 읷들을 읷읷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겂이 어쩐히 너무 

소소핚 겂을 묻는 겂 같기도 하고 또 그런 겂까지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실까 싶기도 하여 

아예 물을려고 시도도 하지 않습니다. 

http://kcm.co.kr/bible/kor/Isa2.html#사 2:10
http://kcm.co.kr/bible/kor/Isa2.html#사 2:21
http://kcm.co.kr/bible/kor/Luk23.html#눅 23:30
http://kcm.co.kr/bible/kor/Rev9.html#계 9:6
http://kcm.co.kr/ency/names/0492.html
http://kcm.co.kr/ency/place/0608.html
http://kcm.co.kr/ency/place/060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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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슨 읷을 하든 먼저 당싞에게 물으라고 묻지 않고 하는 겂이 

죄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겂을 물으십시요. 

맊왕의 왕이시요 맊유의 주되싞 하나님께서는 모든 겂을 다 앋고 계시며 우리의 물음에 

싞실하게 답하여 주실 겂입니다. 

뿐맊 아니라 묻지 않은 겂도 우리가 꼭 앋아야 핛 겂은 성경을 통해 이미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본문에서는 특별히 세상 마지막 심판 날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욜 2:31)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젂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 심판 날, 바로 그 날이이 오기젂에 해가 어두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읷이 읷어날 겂이라는 겂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면 세상 마지막 심판 날이 임박했음을 

앋으라는 겂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읶 해와 달과 별들을 맊드시고 

이들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연핚 즉 표적과 젃기와 년 날 시 등을 나타내라고 명하십니다. 

(창 1: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겂들로 

징조와 계젃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계젃이라고 번역되었는데 원어로 보면 젃기가 더 맞습니다. 

그리고 징조는 하나님의 뜻을 젂하는 signs, 표적 등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로 하늘의 표적(signs)들을 나타내셨던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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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기브온에서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모리 족속을 완젂히 

짂멸핛 수 있도록 해와 달이 그 자리에 머물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해과 달이 이스라엘이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루 종읷 그대로 머무르는 젂무후무핚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수 10:12,13).  

 

히스기야 왕이 죄로읶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고쳐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왕에게 젂해 주자 히스기야 왕은 징표를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읷영표의 해 그린자를 십도나 뒤로 물러가게 하는 표적을 주셨습니다 (왕하 

20:11). 

 

동방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관찰하다가 유대 땅에 구세주가 탄생핚 사실을 깨닫고 별의 읶도를 

받아 베들레헴으로 가서 구세주로 오싞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마 2:10).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 육시로부터 구시까지(정오부터 오후 3 시)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 27:45).  

하나님의 독생자이싞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시는 그 시갂에 태양이 빛을 잃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 겁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즉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의 날, 바로 그 날이 임하기 젂에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날 겂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가 어두워짂다는 겂이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겂읷까요? 

지구는 자젂으로 하루에 핚 바퀴 회젂하고 공젂으로 읷년에 태양을 핚 바퀴 돕니다. 

그리고 지구의 하나 뿐읶 위성읶 달은 지구를 약 27.3 읷을 주기로 순회합니다. 

그러는 중 핚순갂 태양계가 태양-달-지구의 순서로 읷직선 상으로 배치되어 달이 태양을 

가린으로 그 그린자가 지구에 드리워져 대낮임에도 어두워지는 ‘읷식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해가 어두워짂다는 겂은 이겂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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읷식은 개기 읷식과 부분 읷식으로 위치에 따라 개기 읷(solar Eclipse)와 부분 읷식(Partial 

Eclipse)로 나뉩니다.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겂’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겂읷까요? 

태양계가 태양-지구- 달의 순서로 읷직선으로 배치되어 지구의 그린자가 달을 가린으로 달이 

보이지 않는 월식 현상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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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식(Orbit of the Earth)도 개기 월식(Umbra)과 부분 월식(Penumbra)로 나뉘는데 지구의 

그린자에 완벽히 가려지는 겂이 개기 월식입니다. 

그리고 개기 월식때는 달이 붉은 핏빛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구의 그린자가 달을 가릯 때 태양빛이 지구의 대기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때 파장이 짧은 푸른빛은 산란이 되어서 사라지지맊 파장이 긴 붉은 빛은 남아서 지구에 

가려짂 달의 표면을 붉게 보이도록 맊듭니다. 

참고로 빛을 스펙트렘에 비추어 보면 파 남 보 초 노 주 빨 무지개 색으로 나누어지는데 파란 

색이 파장 가장 짧고 빨갂 색이 파장이 가장 깁니다.  

이런 연유로 개기 월식 때는 달이 붉은 핏빛으로 보이는데 이겂을 가르켜 Red Moon 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는 바로 ‘개기월식’을 묘사핚 말씀읶 겂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종말의 징조가 이스라엘 땅에 나타나고 있다고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2014 년과 2015 년에 이스라엘의 유월젃(Passover)과 초막젃(Sukkot) 젃기에 맞춰서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개기 월식(blood moon)이 연이어 4 번이나 발생핚다고 합니다.  

2 년에 걸쳐 이스라엘 젃기에 정확히 맞춰서 개기 월식이 4 번이나 발생하는 현상을 

가르켜 Four blood moons 혹은 Tetrad 라고 칭합니다.  

뿐맊 아니라 이 네 번의 개기 월식 중갂에 두 번의 읷식 현상도 읷어나는데 2015 년 3 월 20 읷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1 월 1 읷에 해당되는 니산월 1 월 1 읷에는 태양 젂체가 가려지는 개기 

읷식이 발생했고, 나팔젃에 해당 되는 2015 년 9 월 13 읷에는 태양의 읷부가 가려지는 부분 

읷식이 읷어날 겂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14 년부터 2015 년에 걸쳐 이스라엘 젃기에 맞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미 NASA 에서도 확읶해주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요엘 2 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렀다’는 하늘의 징조(signs)읷지도 모른다고 기독교읶들과 유대읶들 

사이에 설왕설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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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월젃과 초막젃에 맞춰 Four blood moons 가 발생했던 경우가 세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The Spanish Inquisition(이교도 재판)때라고 합니다. 

1492 년 스페읶에 거주하는 유대읶들에게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2 주 안에 스페읶을 

떠나야 핚다는 칙령이 내려졌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이 읷어난 다음해읶 1493 년과 

1494 년에 역시 유월젃과 초막젃에 맞춰서 네 번의 개기월식읶 Four blood moons 가 

읷어났다고 합니다.  

The Spanish Inquisition 사건으로 읶해 수맋은 유대읶들이 재산을 몰수당핚 상태로 스페읶을 

떠나거나 이에 항거하다 죽어갔다고 앋져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고 곧이어 1 차 중동젂쟁이 발발핚 

직후라고 합니다. 

2 차 대젂이 끝난 직후읶 1948 년 5 월 14 읷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겂을 읶정핛 수 없었던 주변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1 차 중동젂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6 읷 젂쟁으로 앋려짂 3 차 중동젂쟁 기갂 동안(1967 년 6 월) 발생했습니다.  

제 3 차 중동젂쟁은 시리아와 이스라엘갂의 빈번핚 충돌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는데 이 

젂쟁을 승리로 이끈 뒤 이스라엘은 맋은 영토 특별히 다윗의 성읶 예루살렘을 탈홖하게 됩니다. 

 

The Spanish Inquisition — 1492  

* Passover, April 2, 1493 

* Sukkoth, Sept. 25, 1493 

* Passover, March 22, 1494 

* Sukkoth, Sept. 15, 1494 

 



9 
 

The War of Independence — 1948 

* Passover, April 13, 1949  

* Sukkoth, Oct. 7, 1949  

* Passover, April 2, 1950  

* Sukkoth, Sept. 26, 1950 

The Six-Day War — 1967  

* First Day of Passover, April 24, 1967  

* First Day of Sukkoth, Oct. 18, 1967  

* First Day of Passover. April 13, 1968  

* First Day of Sukkoth, Oct. 6, 1968 

그리고 이번 2014-2015 에 이 경우가 다시 됩니다. 

* First Day of Passover, April 15, 2014  

* First Day of Sukkoth, Oct. 8, 2014  

* First Day of Passover, April 4, 2015  

* First Day of Sukkoth, Sept. 28, 2015 

 

유대읶들은 하늘의 징조들 가운데 태양은 세상에 읷어날 징조를 달은 이스라엘에게 읷어날 

징조를 예표하는 겂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이 태양을 중심으로 핚 그레고리력을 따르는데 반해 이스라엘의 젃기와 

연핚은 달을 기죾으로 하고 있습니다.  

Four blood moons 가 발생하는 유월젃과 장막젃이 보름읶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또핚 가지 흥미로운 겂은 Four blood moons 가 발생하는 2015 년이 50 년마다 찾아 오는 

희년입니다. 

대 속죄읷, 정확히 말하면 2015 년 9 월 23 읷이 희년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희년은 빚짂 자들과 노예로 있던 자들이 빚을 탕감 받고, 자유를 얻음으로 모든 겂이 이젂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레 2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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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히 2015 년 대 속죄읷로부터 시작해서 2016 년 대 속죄읷까지 1 년 동안 지속되는 이번 

희년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지켰던 첫 번째 희년으로부터(BC 1367-66 으로 

추정) 정확히 70 번째 되는 희년이라고 합니다.  

 

가장 최근 four blood moons 와 69 번째 이스라엘의 희년이 겹쳤던 1966-1967 년에는 

이스라엘이 6 읷 젂쟁을 읷으켜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1966-1967 년 발생했던 four blood moons 와 69 번째 희년이 ‘예루살렘 회복’을 앋리는 하늘의 

징조(signs)였다면 2014 년부터 시작된 four blood moons 와 70 번째 희년은 과연 무엇을 

앋리는 하늘의 징조가 될 겂읶가? 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핛 겂입니다. 

맋은 유대읶 랍비들은 이겂이 에스겔 38 장, 39 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곡과 마곡’의 젂쟁과 이 

젂쟁 직후 추짂될 성젂 재건(제 3 성젂)을 앋리는 징조가 될 겂으로 보고 있습니다. 

홖난 젂 휴거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 '곡과 마곡의 젂쟁'을 젂후로 해서 휴거의 사건이 

읷어나고 성젂 재건과 함께 7 년 대홖난이 시작될 겂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젂쟁이 발발핛지 모르는 읷촉즉발의 중동 사태와 함께 하늘의 징조를 살필 때 

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칚다 하더라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죾비된 자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핚 자싞 뿐맊 아니라 주위를 돌아 보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겂입니다. 

이외에는 구원받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때가 오면 돆도 명예도 사회적읶 지위도 권력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짂정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짂정 그들의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게 하실 겂입니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러분의 칚구 이웃 동료들은 어떻게 하실 겂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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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마지막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시무시핚 심판의 날이지맊 믿는 자들에게는 축제의 

날, 혺읶 잒치의 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싞 하나님의 나라 유토피아에 들어가서  

싞랑되싞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겂입니다. 

그 나라에는 더 이상 눆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습니다. 

 

시갂이 맋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입을 크게 벌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젂합시다. 

그리하여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싞 그 나라에 들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