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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of End-Time Terms 마지막 때 용어 해설 

Abomination of Desolation - The Antichrist will demand worship worldwide (Rev. 13). This will be the abomination that 
leads to great desolation. God’s judgments will bring desolation or destruction to all who participate in this terrible 
abomination (Dan. 9:27; Mt. 24:15; Mk. 13:14; 2 Thes. 2:3-4;). This worship system is based on the Antichrist (called the 
beast) setting up an image (statue or idol) of himself in the Jerusalem Temple. This image will be demonically empowered 
to breathe and speak (Rev. 13:14-15). The Antichrist will claim to be God when he sets up this idol in the Jerusalem 
Temple. No one will be able to buy or sell without worshipping the Antichrist before this image (Rev. 13:16-18). All who 
refuse will be sought out as criminals of the state under a threat of martyrdom. 
멸망의 가증한 것 - 적 그리스도는 전 세계가 자신을 예배하도록 요구 할 것이다 (계 13). 이것은 큰 멸망의 때로 이끄는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가증한 일에 참예하는 자들이 멸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단 

9:27, 마 24:15, 막 13:14, 살후 2:3-4) 적 그리스도 (짐승이라고 불린다)를 섬기는 우상 숭배는 예루살렘 성전에 적 

그리스도의 형상 (상 또는 우상)이 세워지면서 이뤄 질 것이다. 우상은 악한 영으로 가득 차고 또한 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계 13:14-15). 적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에 이러한 우상을 세움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을 것이다 (계 13:16- 18).적그리스도 숭배를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순교당하거나 범죄자가 될 것이다. 

This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prophetic signs in the End Times. John emphasized this image ten times (Rev. 13:14,  
15  [three times]; 14:9,  11; 15:2; 16:2; 19:20; 20:4).  The  abomination is  mentioned or  described nine times  (Dan. 8:13; 
9:26, 27; 11:31; 12:11; Mt. 24:15; Mk 13:14; 2 Thes. 2:3-4; Rev. 13:12-18). The image of the beast and the mark of the 
beast will be two components of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ystem that will mobilize and finance the Antichrist’s 
global worship movement (Rev. 13:13-18). The image of the beast will mobilize Antichrist’s worshippers and penalize 
those who resist. The mark of the beast will provide economic support for the Antichrist’s worship movement and will 
penalize those who resist. 
이것은 마지막 때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예언적 표적 중 하나이다. 요한은 이 우상의 형상에 관하여 열 번이나 말하고 있다 

( 계 13:14,15(3 번), 14:9, 11, 15:2, 16:2, 19:20, 20:4).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아홉 번 정도 언급 하거나 묘사하고 

있다 (단 8:13,  9:26,  27,11:31,  12:11,  마 24:15,  13:14,  살후 2:3-4,  계  13:12-18).  짐승의  형상과 표는 전세계가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재정을 동원하는 멸망의 가증한 것의 조직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다.  (짐승의 형상과 

짐승의 표는 전 세계적인 적그리스도 경배  운동을  결집시키고  재정을  지원하는  멸망의  가증한  시스템의 두가지 

구성요소이다)( 계 13:13-18) 짐승의 형상은 적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부인하는 자들은 

처벌할 것이다. 

Advent - Derived from the Latin word “adventus”, which means “arrival, coming, or presence.” It is used to speak of both 
Jesus’ first and second coming as the first and the Second Adv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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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림 – “도착, 오는, 또는 현재(출현, 도래, 현현)” 라는 뜻인 “adventus 앞서다”라는 라틴 단어에서 비롯 되었다. 이 

단어는 첫번째와 두번째 강림으로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모두를 말하는데 사용된다. 

Angelic Explanations - This is the phrase we use for the five sections in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Revelation that 
function as a parenthesis. They put on ‘pause’ the main story line of the book as is seen in the chronological sections. In 
these passages an  angel explains to John why the judgment events in the chronological sections  must be so severe. They 
answer questions arising from the chronological sections such as: Why is God’s wrath so severe? What will happen to us? 
Angels explain to John what happens to God’s people, including what Jesus will do to help us and what the Antichrist will 
do to persecute us. The five angelic explanations are Rev. 7:1-17; 10:1-11:14; 12:1-14:20; 17:1-19:10; 21:9-22:5. 
천사의 설명 - 이것은 요한 계시록에서 괄호 같은 역할을 하는 다섯 개의 부분에 사용되는 문구이다.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부분들 사이에 공간을 둠으로 이야기 사이의 ‘잠시 멈춤’의 역할을 한다. 이 각 부분에서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심판의 일들이 왜 그렇게 혹독한 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왜 그리 혹독 한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 날것인가? 천사들은 사도 요한에게 적 그리스도 때에 있을 

핍박과 예수님의 도우심에 대한 것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다섯 가지 천사의 

설명은 계시록 7:1-17, 10:1-11:14, 12:1-14:20, 17:1-19:10, 21:9-22:5 에 걸쳐 있다. 

Antichrist - Anti means “against” or “in place of”. The Antichrist is a demonized man who will be against Christ and  
seek to be worshipped by the nations in place of Jesus. He will give leadership to the most powerful and most wicked 
worldwide empire in history. The Antichrist will be given authority to continue against Israel and the Church for 42 
months. (Rev. 13:5). The Gentiles, under the Antichrist’s leadership, will oppress Jerusalem for 42 months (Rev. 11:2). 
The two witnesses prophesy in Jerusalem for 1,260 days (Rev. 11:3). The remnant of Israel will be hidden from the 
Antichrist in the wilderness for 1,260 days (Rev. 12:6) which is also described as time, times and half a time (Rev. 12:14). 
The Antichrist will be given authority to continue against the saints for time, times and half a time or three and a half  
years (Dan. 7:25). Israel’s strength will be completely shattered after three and a half years or time, times and half a time 
(Dan. 12:7). The term “time” refers to 1 year, “times” refers to 2 years and “half a time” speaks of half a year. (2 Thes. 
2:3-12; 1 Jn. 2:18, 22; Rev. 13:1-18). 
적그리스도 - 반대, 적 이라는 말은 “대항하여” 또는 “대신해서” 라는 뜻이다. 적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예수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열방에게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악한 자이다. 그는 역사상에서 가장 강하고 악한 세계적인 

통치자가 될 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42 개월 동안 이스라엘과 교회를 계속해서 대적할 권위가 주어질 것이다 (계 13:5). 

이방인들은 적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서 42 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억압할 것이다 (계 11:2).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1,260 일동안 예언할 것이다 (계  11:3).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피해  1,260 일 동안 광야에 숨어있게 될 

것이다 (계 12:6). 이 1,260 일은 또한, 한 때 , 두 때 그리고 반 때를 가르키는 말이다 (계 12:14). 적그리스도는 한 때, 두 

때 그리고 반 때 혹은 3 년 반 동안 성도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단 7:25). 이스라엘의 힘은 3 년 반 

혹은 한 때, 두 때와 반 때 동안에 완전히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단 12:7). “한 때” 라는 용어는 1 년, “두 때”는 2 년 

그리고 “반 때”는 반년을 의미한다 (살후 2:3-12, 요일 2:18,22, 계 1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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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Beast - A name for the False Prophet in Rev.13:11 
다른 짐승 - 계시록 13:11 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름 

 
Apocalypse - Means “unveiling or revealing” and is translated as revelation. It is another name for the book of Revelation 

because it unveils or reveals the glory of Jesus and His end-time battle plan to drive evil off the planet                

계시- 세상의 종말이라는 말은 ‘밝혀지는 또는 드러나는”이라는 말로, 계시라고 번역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과 

지구상에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시는 마지막 때의 전쟁에 대한 계획이 드러나고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요한 

계시록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이다. 

Apostasy - A falling away or departure from the Christian faith (Mt. 24:9-13; 2 Thes. 2:3; 1 Tim. 4:1-2; 2 Tim. 3:1-7; 4:3- 
4; 2 Pet. 2:1-3). An apostate is one who has “fallen away” from the Christian faith. 
배교자 – 신자의 신앙을 버리거나 떨어져나가는 일 (마 24:9-13, 살후 2:3, 딤전 4:1-2, 딤후 3:1-7, 4:3-4, 벧후 2:1-3). 

배교 자는 기독교 신앙에서 “떨어진” 자이다. 
 

Armageddon Campaign - A great military campaign that will last for the final three and a half years before Jesus returns. 
The conflict will end with the Battle of Jerusalem (Zech. 12:3; 14:1-2) as the nations of the earth gather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Jesus (Rev. 16:13-16). The military staging area for this campaign will be around the hill of Megiddo in the 
north of Israel. Armageddon is referred to by many as Harmagedon which means the “the hill of Megiddo”. Megiddo is an 
ancient city in the valley of Jezreel or Esdraelon 
아마겟돈 캠페인 -엄청난 군사 활동이 예수님 재림 전 마지막 3 년 반 동안 있을 것이다. 이 갈등은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전쟁으로서 예루살렘 전투(슥 12:3, 14:1-2)와 함께 끝이 날 것이다 (계 16:13-16).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므깃도 주변 언덕이 군사 집결 지역이 될 것이다. 아마겟돈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므깃도 언덕” 

이라는 뜻을 가진 하마겟돈으로 언급된다. 므깃도는 이즈레엘 골짜기나 에스드라엘론 평야에 있는 고대 도시이다. 

Babylon - Historically, the chief city of the Babylonian empire which was in the lower valley of the Tigris and Euphrates 
Rivers in what is  modern-day Iraq. This refers to that literal city of Babylon in Iraq (fifty miles south of Baghdad) that  
will be rebuilt and used as one of the headquarters for the Antichrist. It will function as the center of worldwide demonic 
religious and economic networks (Rev. 17-18). As Jerusalem suddenly came out of the ashes and was rebuilt, so Babylon 
(in Iraq) will be suddenly rebuilt. Many of the specific details in the judgments prophesied in Jer. 50-51 and Isa. 13-14; 21 
about Babylon’s sudden and permanent destruction have not yet fully happened. They were only partially fulfilled in 
history. 
바벨론 – 역사적으로, 현대 이라크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있는 저 지대에 있던 바벨론 제국의 최고 

도시였다. 이 도시는 이라크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실제 도시를 가리키는데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5마일 떨어진 곳) 이 

도시는 다시 지어질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본부 중의 하나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전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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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한 종교적 경제적 네트워트(연결망)를 만드는 핵심 센터 역할을 할 것이다(계17-18).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갑자기 재건된 것처럼 바벨론(이라크) 또한 재건될 것이다.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 중에 많은 부분이 

예레미야 50-51 장 과 이사야 13-14:21 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직은 완전히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벨론이 갑자기 

영원히 파괴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그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졌다. 

Beast - Term used 36 times to refer to the Antichrist (Rev. 13; 14:9-11; 17:3-17; 19:19-21; 20:4, 10). 
짐승 - 적그리스도를 가르키는 용어로 36 번 사용되었다. (계 13, 14:9-11, 17:3-17, 19:19-21, 20:4, 10) 

 
Canonized - Literature approved as part of the Holy Scripture or the biblical canon. The 66 books in the Bible are the  
only books that we accept as being canonized. The book of Revelation is a canonized prayer manual because it is divinely 
inspired and infallible. Therefore, it will bring unity to the end-time prayer movement. 
정경화 - 성경의 한 부분으로 또는 정경으로서 인정된 문헌. 성경의 66권은 우리가 오로지 인정하는 정경들이다. 요한 

계시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씌여 졌고 절대 틀림이 없는 기도 안내서 적 정경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것은 

마지막 때의 기도 운동에 연합을 가져올 것이다. 

Chronological Sections - The phrase we use for the five sections in the structure of the book of Revelation that describe 
the judgment events occurring on earth in God’s end-time plan. They include the 21 judgment events (seven seals, seven 
trumpets, and seven bowls). They happen on earth in chronological order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and the Millennial 
Kingdom. The five chronological sections are Rev. 6; Rev. 8-9; Rev. 11:15-19; Rev. 15-16 and Rev. 19:11-21:8. 
연대기 부분 - 이 문구는 요한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획 가운데서 이 땅에서 일어날 심판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다섯 가지 부분을 가리킨다. 이것은 스물 한가지 일들(일곱 개의 인, 일곱 개의 나팔, 일곱 개의 

대접)을 포함한다. 이것들은 대 환난과 천년왕국 때에 연대기적 순서로 일어날 일들이다. 다섯 가지 연대기적 부분은 

다음에 나타난다. (계 6, 8-9, 11:15-19, 19:11-21:8) 

Daniel’s 30 days - In Dan. 12:11, an angel told Daniel about a thirty-day period that would extend beyond the commonly 
understood 1,260 days (three and a half years) in which God supernaturally provides for the remnant of Israel (Rev. 12:6, 
14), the two witnesses prophesy (Rev. 11:3) and the Antichrist persecutes the saints (Rev. 13:5). This period ends when 
Jesus comes in the sky at the seventh trumpet to rapture the saints (Rev. 11:17). The 1,290 days include an additional  
thirty days after the seventh trumpet in which the Antichrist worship system or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continues on 
earth. It ends when Jesus marches into Jerusalem to personally destroy the Antichrist (2 Thes. 2:8; Rev. 19:20). 
다니엘의 삼십일 - 다니엘 12:11 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30 일이라는 기간이 보통 1,260 일(삼년 반) 로 이해되는 

기간으로 연장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기간에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공급을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에게 공급하실 것이고 

두명의 증인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며 (계 11:3)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다  (계  11:17). 1,290 이라는 

기간은 적그리스도 경배 시스템 혹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곱번 째 나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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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30 일을 포함한다. 이 일은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시기위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오실 때 끝이 날 

것이다. 

Daniel’s 70th week – The final seven-year period before Jesus’ Second Coming is referred to as Daniel’s 70th week. 
Daniel prophesied of seventy weeks (Dan. 9:24-27). Each week was a period not of seven days but of seven years. 
Therefore, these 70 weeks of seven years each totaled 490. This prophecy concerns God’s prophetic time calendar in 
dealing with the salvation of the nation of Israel. The seventy weeks (each week is seven years) concern God’s plan for 
Israel from the days of Daniel to Jesus’ Second Coming. The first sixty-nine weeks (483 years) are from 445 B.C. to the 
time of Christ’s triumphal entry into Jerusalem (30 A.D.). The last week is a seven-year period that will not be fulfilled 
until Jesus’ Second Coming. It will be initiated when Israel signs a peace treaty with the Antichrist, who is called the 
prince who will come from the revived Roman Empire (Dan. 9:26-27). 
다니엘의 70  이레 – 예수님 재림 전 마지막 7년기간을 다니엘의 70  이레라 한다.  다니엘은 칠십 이레에 대해  예언을 

했다 (단 9:24-27). 각 이레는 7일이 아닌 7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70 이레는 490년으로 계산된다. 이 예언은 

이스라엘 국가의 구원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달력에 관한 것이다. 70 이레는(각 이레는 7년이다) 다니엘의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것이다. 첫번째 69 이레 (483년) 는 주전 445년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주 후 30). 마지막 이레는 예수님의 재림전까지는 성취되지 

않을 7년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와 평화 조약을 맺을 때 시작될 것이고, 적 그리스도는 부흥된 

로마 제국으로부터 나오게 될 왕으로 불릴 것이다. (단. 9:26-27) 

Dragon – Symbolic of Satan in the book of Revelation (Rev. 12:3, 4, 7, 9, 13, 16, 17; 13:2, 4; 16:13; 20:2). 
용 – 요한 계시록에 기록된 사탄의 상징 (계 12:3, 4, 7, 9, 13, 16, 17; 13:2, 4; 16:13; 20:2) 

 
Eschatology – A term that speaks of the study of the End Time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The word eschatology is 
made up of two different Greek words: eschaton, meaning “end,” and -ology, meaning a “study of something.” The most 
important events predicted in the “end of the age” (the “eschaton”) are the Great Tribulation, Jesus’ Second Coming and 
the Millennial Kingdom. More than one-fourth of the Scriptures (27%) relate to prophetic events foretold by the prophets. 
종말론 –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마지막 때에 관한 연구를 표현하는 용어. 종말론이라 번역되어지는 eschatology 라는 

단어는 “끝”을 의미하는 eschaton 과 “어떤 것에 대한 연구” 를 의미하는-ology 라는 두가지의 다른 헬라어로 

이루어져있다. “마지막 때 (eschaton)” 에 대해 예견 되어진 가장 중요한 사건은 대 환란,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왕국이다. 

성경의 사분의 일 이상은 (27%) 선지자들에 의해 예지 되어진 예언적 사건들에 관한 것이다. 

False Prophet – The Antichrist’s minister of propaganda, who will work miracles (Rev. 16:13; 19:20; 20:10). He is called 
“another beast” in Revelation 13:11. 
거짓  선지자   – 적그리스도를 선전하는 사역자들인데 이들을 많은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계16:13; 19:20; 20:10). 

그는 요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또 다른 짐승”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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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 White Throne Judgment – The time, at the end of the millennial reign, when all unbelievers will be judged by 
God and then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Rev. 20:11-15). 
위대한 백 보좌 심판 – 천년왕국의 끝에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그 때 (계. 20:11-15). 

Harlot Babylon – The worldwide, demonically-inspired religious and economic system based in the rebuilt city of 
Babylon in Iraq (Rev. 17-18; Jer. 50-51). It will be established in the literal city of Babylon (50 miles south of Baghdad) 
that will be restored and used as one of the headquarters for the Antichrist. It will function as the center of worldwide 
demonic religious and economic networks (Isa. 13-14; 21; Jer. 50-51; Rev. 17-18). As Jerusalem suddenly came out of the 
ashes and was rebuilt, so Babylon will be suddenly rebuilt. The judgments prophesied in Jeremiah 50-51 that suddenly 
destroy Babylon forever have not yet happened. 
음녀 바벨론 – 이라크에 재건될 바벨론 도시에 근거지를 두며 악한 영에 영감/영향을 받는 전 세계적으로 종교적이고 

경제적인 체제 (계. 17-18; Jer. 50-51). 그것은 문자적으로 바벨론 도시에 세워질 것이다 (바그다드에서 50마일 남쪽). 

또한 이 도시는 회복되어져서 적그리스도의 본부로 사용되어질 것이다. 전 세계적인 악한 종교적 경제적 네트워크의 

중심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사. 13-14; 21; 렘. 50-51; 계. 17-18). 마치 예루살렘이 잿더미에서 갑자기 되살아나서 

재건 되었듯이, 바벨론도 갑작스럽게 재건되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50-51장에 예언 되어진 것처럼 바벨론을 갑작스레 

영원히 멸망시킬 그 심판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Hermeneutics  – The study of the interpretation of Scripture. 
해석학 –  성경의 해석에 관한 연구 

 
Image of the Beast – A statue (image or idol) commanded by the Antichrist that will be set up in the Jerusalem Temple. 
This image will be demonically empowered so that it will seem to think, talk, breathe, and make laws (Rev. 13:14-16). 
The main idol will be set up in the Jerusalem Temple and will be connected to a global network of idols. The image will  
be a significant prophetic sign in the End Times. John emphasized this image ten times (Rev. 13:14, 15 [3x]; 14:9, 11; 
15:2; 16:2; 19:20; 20:4). 
짐승의 우상 – 적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동상 (우상 혹은 형상). 이 우상은 악한  영에  힘을 

얻어 생각하고, 말하고, 숨쉬고, 법을 만드는 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계. 13:14-16). 우두머리 우상은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질 것이며 이것은 전세계적인 우상들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질 것이다. 이 형상은 마지막 때에 아주 

중요한 예언적 표적 될 것이다. 요한은 이 우상에 관하여 열 번이나 강조해서 예언했다. (계. 13:14, 15 [3x]; 14:9, 11; 

15:2; 16:2; 19:20; 20:4). 
 

Jesus’ End-Time Battle Plan – The seal, trumpet, and bowl judgments described in Rev. 6-22 that will destroy all the 
evil governments of the earth. They will be released by the praying Church.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전쟁 계획 – 계시록 6-22장에 설명되어져 있는  인,  나팔  그리고  대접의  심판들은  모든 지상의 

악한 정권들을 파멸시킬 것이다. 이 심판들은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풀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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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dgment Seat of Christ – The time when Jesus evaluates the life of all true believers, resulting in some receiving 
rewards and others suffering loss of rewards (2 Cor. 5:10; Rom. 14:10-12). This evaluation occurs immediately after the 
Church has been raptured at the seventh trumpet (Rev. 11:15-18). It is also referred to as the Bema judgment, which 
comes from the Greek word “bema” which means “throne”. 
그리스도의 심판대 – 예수님이 모든 진정한 믿는 자들의 삶을 평가하실 때. 그 결과로 어떤 이들은 상급을 받게  되고 

어떤 이들은 상급을 잃게 되는 고통을 경험한다 (고후. 5:10; 롬. 14:10-12). 이 평가는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교회가 

휴거가 된 직후 곧바로 일어나게 된다 (Rev. 11:15-18). 이는 또한 베마 심판으로도 언급되는데, 헬라어 단어 

“베마(bema)”는 “보좌”라는 뜻이다. 

Lake of Fire –The final place of judgment for the Antichrist, False Prophet, Satan, demons and all unbelievers (Rev. 
20:15). Unbelievers will take part in the resurrection of condemnation (Jn 5:29), enduring eternal torment of body and 
soul. 
불못 –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사탄, 악한 영들 그리고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준비되어진 심판의 최종 장소 (계. 

20:15).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고 영과 육의 영원한 고통을 참아내야 한다. 

Little Horn – A term used by Daniel that refers to the Antichrist (Dan 7:7-8; 19, 25).         

작은 뿔 - 다니엘에 의해 사용되어진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단어 (단 7:7-8; 19, 25). 
 

Mark of the Beast – Will most likely be a form of technology like the microchip implant (Rev. 13:16-18) that the 
Antichrist will require everyone to have in order to buy or sell during the last 3 1⁄2 years of the Tribulation. 
짐승의  표   –  이것은 아마도 마이크로 칩 주입과 같은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의 형태가 될 것이다 (계.  13:16-18). 

적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환난 중 마지막 3년 반 동안 사고 팔기 위해 이것을 받도록 요구할 것이다. 
 

Marriage Supper of the Lamb – A time after the rapture when Jesus celebrates His wedding to the redeemed as His 
bride (Rev. 19:7- 10). Some believe that it will last the entire 1000 years of the Millennial Kingdom. 
어린양의 혼인 잔치 – 예수님이 휴거 이후에 구속 받은 그분의 신부들과 혼인하시는 것을 기념하시는 시기 (계 19:7-10). 

어떤 이들은 이 혼인 잔치가 천년왕국의 전체 천년의 기간 동안 계속될 것이라 믿는다. 

Messiah – Comes from the Hebrew word “meshiach”, meaning “anointed one”. It is translated as the Greek word 
“Christos” and the English word “Christ”. In the Old Testament, the Messiah was the coming “anointed one” who was to 
be king of Israel and lead the Jewish people to freedom from gentile oppression. 
메시아 – 히브리어 “meshiach”에서 온 단어로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 이 단어는 헬라어로 “Christos”로 번역되며 

영어로는 “그리스도 (Christ)” 로 번역된다. 구약에서 메시아는 다시오실 “기름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며 

유대인들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자유케 하실 분으로 묘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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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ennium – The Millennium is a literal 1000-year period in which Jesus will rule the whole world from Jerusalem in 
righteousness and peace. The Kingdom of God will be openly manifest worldwide, affecting every sphere of life (political, 
social, agricultural, economic, spiritual, educational, law enforcement, family, media, arts, environment, social institutions, 
etc).  

천년왕국 –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의와 평화로 온 세상를 다스리실 문자 그대로 1000년의 기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전세계적으로 공공연히 나타내질 것이며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치, 사회, 

농업, 경제, 영적, 교육, 법, 가정, 미디어, 예술, 환경, 사회 기관들 등). 

New Jerusalem –The heavenly city where all the saints will live forever in God’s immediate presence (Heb. 11:10, 16; 
12:22-24). The New Jerusalem will descend to the earth in two stages: first, at the time of Jesus’ Second Coming (Rev. 
21:10) and then after the millennial Kingdom (Rev. 21:2). 
새 예루살렘 –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살아갈 천국의 도시(히. 11:10, 16; 12:22-24). 새 

예루살렘은 두번의 단계를 거쳐 지구로 내려오게 될 것이다. 첫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때이며 (계. 21:10) 그리고 다음은 

천년왕국 이후이다 (계 21:2). 

New Heavens and Earth – Are used in the context of both the Millennium and the eternal state (Isa. 65:17-25; 66:22-24;  
2 Pet. 3:13; Rev. 21:1-2). The earth will continue forever (1 Chr. 23:25; 28:8; Ps. 37:29; 78:69; 104:5; 105:10-11; 125:1-2; 
Isa. 60:21; Ezek. 37:25; Joel 3:20). 
새  하늘과  새  땅 – 이것은 천년왕국과 영원한 나라 둘 다의 상황 속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 (사. 65:17-25; 66:22-24; 

벧후. 3:13; 계. 21:1-2). 지구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대상. 23:25; 28:8; 시. 37:29; 78:69; 104:5; 105:10-11;  125:1-2; 

사. 60:21; 겔. 37:25; 욜 3:20). 
 

Olivet Discourse – Jesus’ famous prophecy on the End Times found in Mt. 24, Mk. 13, and Lk. 21.  

감람산 설교 –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유명한 예언의 

말씀. 

Parousia – A Greek word that means “presence or coming” of an important person. This word is used of Jesus’ Second 
Coming (Mt. 24:3, 27, 37, 39; 1 Thes. 3:13; 4:15; 5:23; 2 Thes. 2:1, 8; Jas. 5:7-8). 
파루시아 – 헬라어로 중요한 인물의 “임재 혹은 도래”를 뜻함. 이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는 단어로 

사용되어졌다. (마. 24:3, 27, 37, 39; 살전. 3:13; 4:15; 5:23; 살후. 2:1, 8; 야. 5:7-8). 

Post-Tribulation Rapture (“post-trib”) - The biblical teaching that the rapture and the Second Coming occur at the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period. In other words, the Church will be on earth, walking in victory through the Great 
Tribulation. This will be the Church’s finest hour, when the power of God will be experienced in great  measure, 
surpassing any other time in history. 
대환난  후  휴거  - 휴거와  재림이  대환난의  끝날  무렵에  있을  것이라는  성경적  가르침.  다른말로  하면 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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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땅에서 대환난을 승리함으로 통과 한다는 뜻이다. 이 시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의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체험 

되어질 교회의 가장 영광스런 때가 될 것이다. 

Pre-Tribulation Rapture (“pre-trib”) - The unbiblical teaching that says the rapture occurs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This popular teaching claims that Christians will not go through the Tribulation to escape God’s wrath. It is based on a 
fundamentally wrong view of the Great Tribulation as a time when God’s judgments could come on the saints if they were 
on earth. 
대환난 전 휴거- 휴거가 대환난 전에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하는 비성경적 가르침. 이 보편적인 가르침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려고 환난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것은 이 땅에 남은 성도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대 환난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부터 비롯 되었다. 

Rapture  –  The “catching away”  of  God’s people in the  air  when Jesus returns. It comes from the  Latin word  “raptus” 

which means “catching away” (1 Thes. 4:13-18). The rapture occurs at the time of the seventh trumpet which is the last 
trumpet (1 Cor. 15:50-52; Rev. 11:15). In this glorious event, Christians who have died will be resurrected and rise from 
their graves to meet Jesus in the sky. Then, Christians alive on earth will ascend to meet Jesus in the sky. 
휴거 -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 올려지는 것’을 당하는 것. ‘끌어 올려지는 것’ 이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raptus’에서 파생된 단어이다 (살전 4:13-18). 휴거는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난다 (고전 15:50-52; 계 11:15).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일어날 때 죽었던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은 하늘로 들림 받아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될 

것이다. 

Replacement Theology - An unbiblical teaching stating that the Jews have been rejected by God and thus replaced by the 
church as the  “true Israel”  which now inherits the national promises that God gave to the nation of Israel (Rom. 9-11). 
대체 신학 – 유대인은 하나님으로 부터 버림 받았으며 따라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게 허락하신 국가적 

언약의 말씀 (롬 9-11) 을 이방 교회가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어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비 성경적인 가르침. 
 

Restrainer - The forces that restrain the Antichrist will be taken out of the way to allow him to come to a place of 
international political power. This restraining force refers to a combination of two forces referred to by Paul as “someone” 
and “something” that now restrains the Antichrist (2 Thes. 2:6-8). He described the restrainer of the Antichrist as a “what” 
(neuter in v. 6) and as a “He” (masculine in v. 7). Thus, the restraining force is a “what” and a “He” working together. 
Paul taught that the power of the state is appointed by God to restrain evil (Rom. 13:1-4). The “what” that restrains the 
Antichrist is the power of the state and the “He” is God and His sovereign decree. Some wrongly teach that the Holy  
Spirit is the restrainer that is removed when the Church is raptured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If that were true then no- 
one could be saved in the Great Tribulation because it take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moving on an unbeliever’s heart 
for them to be saved. 
제지자(막는자)  -  적그리스도를 제지하는  군대는  그가 국제 정치  권력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도록  그  중에서 옮겨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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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 제지하는 군대는 지금도 적그리스도를 제지 하고 있는 “막는 자” 와 “'막는 것”으로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살후 2:6-8) 두개의 결합된 군대이다.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를 “어떤 것'” (중성, 6 절) 그리고 “어떤 이/ 그”(남성, 

7 절) 로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제지하는 군대는 그 “어떤 것”과 “그”가 함께 일하는 것이다. 바울은 국가 권력은 

하나님이 악을 제지하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라 가르친다 (롬 13:1-4) . 적그리스도를 제지하는 “어떤 것”은 국가 

권력이고 “그” 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적인 법령이다. 어떤 이들은 교회가 대 환난 전에 휴거 될 때 옮겨지는 막는 자가 

성령님이라고 잘못 가르친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에 대 환난 때 그 누구도 구원 받을 수 없을 것이다. 

Second Coming of Christ - The time when Jesus will come back physically to rule permanently on the earth. He will 
travel across the earth in the sky so that every eye clearly sees Him in every nation of the earth (Rev. 1:7). At this time,  
the bodies of believers will be instantly transformed as they meet Jesus in the air. This will happen at the seventh trumpet 
which is the last trumpet (Isa 27:13; Zech 9:14; Mt. 24:31; 1 Cor. 15:52; 1 Thes 4:16; Rev. 10:7; 11:15). 
그리스도의 재림 - 예수님이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기 위해 육신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때이다. 그 분은 이 땅의 모든 

나라에서 모든 이들이 볼 수 있게 (계 1:7) 하늘에서 이 땅 저 땅을 가로질러 두루 다니실 것이다. 그때, 믿는 자들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들의 몸이 순식간에 변화 될 것이다. 이것은 마지막 나팔인 일곱 번째 나팔소리가 울릴 

때 이루어 질 것이다. (사 27:13; 슥 9:14; 마 24:31; 고전 15:52; 살전 4:16; 계 10:7; 11:15) 

Second Coming Procession - The three-stage process of the return of Jesus traveling first across the sky so that every eye 
sees Him (Rev. 1:7), then through the land of Edom which is modern-day Jordan (Isa. 63:1-6; Hab. 3:3-16) as He marches 
up to Jerusalem to the Mount of Olives (Ps. 24:7-10; Zech. 14:4 ; Rev. 19:17-21). 
재림의 행렬 - 예수님의 재림은 3 단계 과정으로 이루어 지는데 첫째는 모든 눈이 그 분을 볼 수 있도록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실 것이며 (계 1:7) , 현대의 요르단을 가리키는 에돔 땅을 지나 (사 63:1-6; 합 3:3-16) 예루살렘의 감람 산에 오르실 

것이다. (시 24:7-10; 슥 14:4 ; 계 19:17-21) 

Seven Heads - From Dan. 2:41-42; 7:7; Rev. 12:3; 13:1; 17:3-6. Seven world empires throughout history that persecuted 
Israel. They are Egypt, Assyria, Babylon, Persia, Greece, Rome, and the revived Roman Empire. 
일곱 머리 -단 2:41-42; 7:7; 계 12:3; 13:1; 17:3-6. 역사를 통틀어 이스라엘을 탄압했던 일곱 개의 세상 제국들. 애굽, 

앗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그리고 부활한 로마 제국 등이 그 나라들이다. 

Ten Horns - Speaks of a future ten-nation confederation of ten kings that rule simultaneously over their own nation. They 
come into an enthusiastic agreement or partnership together under the Antichrist’s authority (Dan. 2:41-42; 7:7, 20, 24; 
11:36-45; Rev. 12:3; 13:1; 17:3, 7, 12, 16). 
열개의 뿔 - 미래에 자신들의 나라를 동시에 지배할 열 왕들이 세울 연합국가를 일컬으며 열 개의 나라가 소속되어 있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권력에 열광적인 성원을  보내며  그의  권위 아래서 함께  동맹관계를 맺을 것이다. (단 2:41-42; 

7:7, 20, 24; 11:36-45; 계 12:3; 13:1; 17:3, 7,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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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ne of Glory - Jesus will establish His throne of glory on earth in the Jerusalem Temple (Mt. 25:31-32; Jer. 3:17). It 
will be connected to the Holy of Holies in the millennial temple (Ezek. 43:4-7; Zech. 6:12-13). Jesus’ throne will connect 
heaven and earth together since His one throne is also located in the New Jerusalem which descends to the earth above 
earthly Jerusalem during the millennial kingdom (Rev. 22:3; Ps. 48:1-6). 
영광의 보좌 -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영광의 보좌를 세우실 것이다 (마 25:31-32; 렘 3:17). 그것은 천년왕국 성전의 

지성소와 연결될 것이다 (겔 43:4-7; 슥 6:12-13). 천년왕국 동안 지상의 예루살렘 위에 있다가 지상으로 내려올 새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한 보좌가 있으므로 인해 그 분의 보좌는 천국과 땅을 연결할 것이다.  (계 22:3; 시 48:1-6) 

Tribulation/Great Tribulation - Some refer to the Tribulation as the entire seven-year period just before Jesus returns. 
However, Jesus specifically referred to the last three and a half years of that seven-year period as the Great Tribulation 
(Mt. 24:21, 29; Mk. 13:24; Rev. 7:14). It is also referred to as the time of Jacob’s trouble (Jer. 30:4-7). The main focus of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release of God’s judgments on the Antichrist. These judgments will be released through the 
praying Church on earth (Rev. 6-19). The saints will not come under God’s judgments but will be the ones releasing them 
on the Antichrist, just as Moses released God’s judgments on Pharaoh (Ex. 7-12). A secondary theme of the Great 
Tribulation is the Antichrist’s persecution of the saints. 
환난/대환난 –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 7 년 전체 기간을 환난의 때로 본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7 년중 마지막 

3 년 반이 대 환난이라고 명확히 말씀하셨다 (마 24:21, 29; 막 13:24; 계 7:14). 이것은 또한 야곱의 환난이라고도 

언급된다 (렘 30:4-7). 대 환난의 주된 주제는 적그리스도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심판들이다. 이 심판들은 이 땅의 

기도하는 교회에 의해 풀어질 것이다 (계 6-19). 성도들은 하나님께 심판 받지 않을 것이며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풀었던 것처럼 (출 7-12), 그 심판들을 적그리스도에게 쏟아 붓는 자들이 될 것이다. 대 환난의 두번째 주제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을 탄압하는 것이다. 

Two Witnesses - Two prophets who will operate in the power of God in a very remarkable way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Rev. 11:3-6). They will oppose the Antichrist and proclaim the message of the Gospel. Although their actual 
identities are unknown, some speculate that they are Moses and Elijah or possibly Enoch. 
두명의 증인 - 두명의 증인은 대환난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참으로 놀랍게 나타낼 것이다 (계 11:3-6). 그들은 

적그리스도와 맞설 것이며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것이다. 그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 혹은 에녹 일 것이라고 추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