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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0: Putting It All Together: Three Time Frames   
예언적인 세 기간을 종합 정리하기

 THE THREE DISTINCT PROPHETIC TIME FRAMES IN GOD’S END-TIME PLAN  I.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향한 계획의 예언적으로 구별된 세가지  기간  

Scripture describes three distinct and important prophetic time frames in the end times. We clearly find A. 
these when comparing Mt. 24 with 1 Thes. 5:2-3 and Dan. 9:27. Why do we care about these 3 time 
frames? God in His mercy, revealed these to the Church in Scripture to give us understanding of what is 
coming and its general sequence to prepare us. God desires that we not be deceived by the great trends 
of peace and safety which will seem so good.  
 
성경은 마지막때에 뚜렷이 구별되는 중요한 예언적인 세기간을 설명한다. 마태복음 24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과 다니엘 9장 27절을 비교하면 이 세 기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왜 이 세기간에  
관해 관심을 가져야 할까?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일어날지를 이해시키기 위하
여, 그리고 이 사건들의 일반적인 순서가 어떠할지를 준비시키기 위해 교회에게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
셨다. 하나님은 마치 좋은것 처럼 보이는 평안와 안전에 대한 세상의 거대한 경향에 (great trends) 우
리가 속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신다.  

These all relate to the final 7-year period of this age and are compared to the labor pangs that a woman B. 
endures just before the birth of her child. This is a prophetic picture of the trauma that all on the earth 
will endure just before the birthing of the millennial kingdom.  
 
모든 예언적 세기간은 이시대의 마지막 7년 기간과 연관되어 있고, 아이를 해산하기 직전의 임산부가  
견디는 해산의 진통과 비교된다. 이것은 이 땅이 천년왕국이 탄생되기 바로 전에 이 땅위의 모두가  
견디어야할 고통에 관한 예언적 그림이다.  

The angel Gabriel spoke to the prophet Daniel about the final 7 years of this age immediately before the C. 
Messiah would rule the world from Jerusalem (Dan. 9:24-27). Gabriel spoke of these 7 years as a week. 
This was a common expression in ancient Israel. They thought of both a week of years (7 years) as well 
as a week of days (7 days). This final 7-year period just before Jesus’ return is often referred to as 
“Daniel’s prophetic week” or “Daniel’s 70th week.”  
 
천사 가브리엘은 메시아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세계를 다스리기 바로 전인 이 시대의 마지막 7년에 관
해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언급하였다. 가브리엘은 이 7년을 한 이래(주간)으로 표현하였다. 이 표현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었다. 예수님의 재림 바로 직전의 7년을“다니엘의 예언적 이레”혹은 
“다니엘의 칠십 이레”로 칭했다. 

The first prophetic time frame is referred to as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Mt. 24:4-8; Mk. 13:5-8, D. 
Lk. 21:7-18). During this time, the nations will have military conflicts. My opinion is that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began in 1967 when Jerusalem came under Jewish control.  
 
7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8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birth pangs]. (Mt. 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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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예언적 기간은“해산의 고통의 시작”라고 부른다. (마태 24:4-8; 막 13:5-8; 눅 21:7-18). 이기간 

동안 나라간 군사적 분쟁들이 일어난다. 나는 해산의 고통의 시작은 예루살렘이 유태인들의 통제권안

에 들어온 1967년이라고 생각한다.  
 
7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8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해산의고통) (마  24:7-8) 

The second prophetic time frame is referred to as a worldwide period of counterfeit peace and safety E. 
(increased labor pangs) which starts at the beginning of the final 7 years and continues for 3½ years  
(1 Thes. 5:2-3; Dan. 9:27). It will not appear as a time of trouble for unbelievers who lack spiritual  
discernment. However, it will be a time of trouble and persecution for the Church.  
 
2For you yourselves know perfectly that the Day of the Lord so comes as a thief in the night. 3For 
when they say, “Peace and safety!” then sudden destruction comes upon them, as labor pains [Great 
Tribulation]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shall not escape. (1 Thes. 5:2-3)  
 

두번째 예언적 기간은  전세계적인 위조된 평화와 안전 ( 해산의 고통의 증가)으로, 7년대환란의 첫부

분에서 시작되어서 3년 반동안 지속되는 기간을 가르킨다 (살전 5:2-3; 단 9:27). 영적 분별력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재난의 시대가 아닌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교회에게는 고난과 박해의 기간일 것이다. 
 
2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대환난)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2-3) 

Paul described the world as celebrating peace and safety immediately before the time of sudden F. 
destruction (Great Tribulation). This is a temporary counterfeit world peace that will suddenly end 
when the Great Tribulation starts. No nation will escape. The world will wrongly assume that their 
problems are being permanently solved by the Antichrist’s seeming skillful leadership. 
 
바울은 갑자기 멸망이 오기 바로 직전까지도 전세계가 평화와 안전을 누린다라고 말한다. 세계적 평화는 

대환난이 시작될 때에 갑자기 무너질 일시적인 위조된 평화이다. 어떤국가도 피하지 못한다. 온세계가 마

치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자신들의 문제들이 영구적으로 해결되었다

고 잘못 간주한다.  

The third prophetic time frame is referred to as the Great Tribulation (hard labor pangs) and lasts for 3½ G. 
years (Mt. 24:21; Jer. 30:5-7).  
 
21For the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this time, no, nor ever shall be. (Mt. 24:21) 
 
예언적 기간의 세번째는 대환난(극심한 해산의 고통)이라 말하며, 3년반동안 지속된다. 

(마 24:21; 렘 30:5-7) 
 
21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 24:21) 
 
 

10.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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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LDWIDE COUNTERFEIT PEACE AND SAFETY (1 THES. 5:2-3; DAN. 9:27)  II. 
 전세계적인 위조된 평화와 안전 (살전 5:2-3; 단 9:27) 
 

 2For you yourselves know perfectly that the Day of the Lord so comes as a thief in the night. 3For   
 when they say, “Peace and safety!” then sudden destruction comes upon them, as labor pains [Great   
 Tribulation] upon a pregnant woman. And they shall not escape. (1 Thes. 5:2-3) 
 
 2주의 날이 밤에 도둑 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대환난)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살전 5:2-3)  

The second prophetic time frame will be a time of peace and safety (increased birth pangs). It comes just A. 
before the third prophetic time frame (Great Tribulation). This period will continue during the first  
3½ years of the last 7 years of this age.  
 
두번째 예언적 기간은 평안와 안전의 기간일 것이다 (증가된 해산의 고통). 이 기간은 세번째 예언적 기간 
(대 환난)직전에 일어날 것이다. 이 시간은 마지막 7년 기간중 첫 삼년 반동안 계속된다. 

Twice, Paul refers to “they” as those who rejoice in peace and then those who will not escape. This “they” B. 
refers to all the unbelieving nations on the earth, including Israel. Those who are deceived think the 
time of peace was God’s blessing instead of the work of the Antichrist. 
 
두번이나 바울은 평화와 안전을 기뻐하는 자들과 결코 피하지 못할 자들을“그들”이라고 언급한다. 여기
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한다. 속임에 빠진자들은 평화의 기간은 적그리
스도의 계획이라고 보기보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The time of peace will be the result of the Antichrist making a 7-year peace treaty (Dan. 9:27). One of C. 
the implications of this covenant or peace treaty will be to allow Israel to offer animal sacrifices 
(commanded by Moses) in their temple in Jerusalem.  
 
평안의 기간은 적그리스도의 7년 평화 조약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단 9:27). 이 평화 조약의 결과중 하
나는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동물로 제사를 (모세에게 명한대로) 드리는 것이 허락된다.  
 
27Then he [Antichrist] shall confirm a covenant [peace treaty] with many [Israel and the nations] for one 
week [7 year period]; but in the middle of the week [after 3½ years] he shall bring an end to sacrifice 
[in the Jerusalem temple, thus breaking the covenant]. (Dan. 9:27) 
 
27그가 [적그리스도]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과 열방] 더불어 한 이레 동안 [7년]의 언약 [평화조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3년반후]에 제사와 예물을[예루살렘 성전에서 조약을 파기하고] 금지할 것이며 (단 9:27) 

Since the Jerusalem temple does not currently exist, this prophecy implies that it must first be D. 
rebuilt (Mt. 24:15; Mk. 13:14; 2 Thes. 2:4; Rev. 11:1-2; 13:12-18; Dan. 9:26, 27; 11:31; 12:11).  
The temple is the context in which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occurs (Mt. 24:15).  
  
예루살렘 성전은 현재 존재하지 않기에, 이 예언은 먼저 성전이 재 건축되어져야만 할 것을 암시한다(마 
25:15; 막 13:13; 살후 2:4; 계 11:1-2; 13:12-18; 단 9:26,27; 11:31; 12:11). 이 성전은 멸망의 가증한것이  
세워질 장소이다 (마24:15). 

10. Putting It All Together: Three Time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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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christ shall establish a political peace treaty with many nations including Israel and Middle East E. 
Islamic nations. This peace treaty will be designed for a 7-year period. However, in the middle of the 
week or 7-year period (after 3½ years), the Antichrist will break the treaty. The result will be to bring an 
end to Israel’s religious activity in the Jerusalem temple.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과 중동의 이슬람 나라들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과 정치적 평화조약을 세울것이

다. 이 평화조약은 7년동안의 기간으로 계획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이레의 중간에 (3년반후에) 적그리스

도가 조약을 파기한다. 이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이스라엘의 종교행위들은 중단될것이다.  

This peace treaty will end the first prophetic time frame, called the beginning of birth-pangs, in which F. 
the nations of the world will be fighting each other (Mt. 24:7-8). 
 
이 평화조약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 세계 많은 나라들간의 전쟁이라고 부르는 첫번째 예언기간을 종결시킨다. 

No one knows G. when the last 7-year period of natural history begins. However, we do know how it starts 
and how it ends. It will start as a result of the Antichrist making a covenant with Israel and various Middle East 
nations (Dan. 9:27). The angel Gabriel prophesied to Daniel of this last 7-year period (often called Daniel’s 
70th week) that will initiate this time of peace and safety.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 언제 시작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시작될지 또 어떻게 끝

날지를 안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나라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시작된다. (단 9:27).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평화와 안전으로 시작되어질 마지막 7년 (다니엘의 일흔이레라고 불려짐) 

에 관해서 예언을 했다.  

The Antichrist’s credibility to establish his worldwide empire will come partially by being able to H. 
establish peace in the Middle East, which will be the most volatile place in history. He will be seen 
as the man who ended the time of international conflict when the nations of the world rose up 
against each other in military conflicts (Mt. 24:7-8).  
 
적그리스도가 전세계적 왕국을 세울 수 있는것은 역사적으로 중동에 평화를 세움으로 인해서 신뢰도를 

얻기 때문이다. 중동지역은 역사상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 될 것이다.  그는 세계 나라들이 일어나서 군사

적 전쟁이 일어날 때, 국제적 분쟁을 종식시킨자로 인식될 것이다(마 24:7-8) 

The second prophetic time frame of peace and safety ends when the Antichrist and his 10-nation I. 
confederation break the covenant by making a sudden change in policy. He will begin to go forth to 
conquer many nations, as seen in the first seal (Rev. 6:2). The first seal signals the aggressive pursuit of 
the Antichrist and his reign of terror. When the nations are rejoicing in peace, then sudden destruction 
will come and none will escape.  
 
평화와 안전의 두번째 예언적 기간은 적그리스도와 10개국 연방이 갑자기 정책을 바꿈으로 언약이 파기

되면서 종결된다. 적그리스도는 첫번째 인에서 보여준대로 (계 6:2) 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기 시작한다. 

첫번째 인은 적그리스도의 침략적 공격을 추구함과 공포적 통치를 알려주는 신호이다. 열방이 평화를  

즐기라고 할 때, 갑작스러운 멸망이 찾아 올 것이며,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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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 will make a covenant with the Antichrist in the end times (Isa. 28:14-18; Dan. 9:27; 11:45; Zech. J. 
11:16; Ezek. 38:8-12, 14; 39:26; Jn. 5:43; Lk. 19:11-28; 1 Thes. 5:3). 
 
14Hear the word of the LORD, you scornful men [leaders of End-Time Israel], who rule this people who 
are in Jerusalem, 15because you have said, “We have made a covenant with death, and with Sheol 
we are in agreement. When the overflowing scourge [of the Antichrist] passes through, it will not come 
to us, for we have made lies our refuge, and under falsehood we have hidden ourselves”…18Your 
covenant with death will be annulled [Antichrist will betray his promises to Israel], and your agreement 
with Sheol will not stand; when the overflowing scourge passes through, then you will be trampled 
down by it. (Isa. 28:14-18)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세운다. (사28:14-18; 단 9:27; 11:45; 스 11:16; 겔 38:8-

12, 14; 39:26; 요 5:43; 눅 19:11-28; 살전 5:3)  
 
14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지어다. 15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적그리스도의]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6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
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적그리스도가 이
스라엘과의 약속을 배신]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사 28:14-18) 

Israel will have a season of peace until attacked by the Antichrist (Ezek. 38:8-12). The very man who K. 
seemingly brought them peace is the one who is now invading them. Israel’s time of peace and safety is 
seen at this time, in that they will have no walls for military security (v. 11).  
 
8In the latter years you [Antichrist] will come into the land [Israel] of those brought back from the 
sword and gathered from many people on the mountains of Israel, which had long been desolate…
and now all of them dwell safely. 9You will ascend, coming like a storm…you and all your troops 
and many peoples [nations] with you.”  10Thus says the Lord GOD: “On that day it shall come to 
pass that thoughts will arise in your mind, and you will make an evil plan: 11You will say, ‘I will go 
up against a land of unwalled villages; I will go to a peaceful people, who dwell safely, all of them 
dwelling without walls…’ 12to take plunder…to stretch out your hand against the waste places that 
are again inhabited…” (Ezek. 38:8-12) 
 
이스라엘은 적그리스도가 침략하기 전까지는 평화의 시기를 가질 것이다(겔 38:8-12). 평화를 가져온 바

로 그 당사자가 이제는 그들을 침략하게 될 것이다. 그 시기에 더 이상 군사적 안전을 위한 담들이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평안와 안전의 시간으로 보여질 것이다.  
 
8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적그리스도]명령을 받고 그 땅 [이스라엘]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
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열방]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9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 한 많은 백성이 광풍 같이 이르고 구름 같이 땅을 덮으리라 10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말하기를 11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 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
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12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겔 3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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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covenant will seem to L. “guarantee” the end-time unsaved political leaders of Israel, political, economic, 
and spiritual prosperity, and protection from the Antichrist. Then suddenly, the Antichrist will “take off 
his mask of kindness” and show his true hostility towards Israel.  
 
이언약은 마지막때에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정치적 지도자들에게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영적인 번

영과 적그리스도의 보호를 보장 받을것 처럼 보여질 것이다. 그때 갑자기 적그리스도가“친절의 가면을 벗

고”이스라엘을 향한 그의 숨겨진 적개심을 드러낼 것이다.  

Today, the world is not enjoying the sense of peace and safety described by Paul (1 Thes. 5:3). It will be M. 
established by the Antichrist prior to the sudden “coming of destruction” of the Day of the Lord, but 
after an escalating “nation against nation” season of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오늘날, 세계는 바울이 설명한 평안와 안전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살전 5:3). 이것은 적그리스도에 의하

여, 갑자기“다가오는 파멸”의주님의 날이 바로 전에, 그리고 이루어질 해산의 고통의 시작과 함께“나라

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증가되는 일이 있은 후에 비로서 시작될 것이다. 

 

The time of counterfeit peace and safety:N.   거짓된 평안와 안전의 시기 

Peace:1.  This comes after the season of military conflict, civil strife, and terrorism of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This peace and safety will be for unbelievers.  
 
평안: 해산의고통의 시초라는 기간동안 군사적인 분쟁, 사회적인 갈등 그리고 테러후에 일어남. 불

신자들에게 오는 평화와 안전 

Safety:2.  There will be is a short reprieve from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with all the wars, 
famine, economic collapse, disease, earthquakes, etc. 
 
안전: 해산의고통의 시초가 시작된후 잠시 전쟁, 기근, 경제적 붕괴, 병, 지진이 잠시 지연된다.  

This will be a time when non-Christians are living without the turmoil of the first prophetic time frame O. 
(beginning of birth pangs), nor the third prophetic time frame (the Great Tribulation). Jesus described 
the people as occupied with “eating, drinking, and marrying” as in the days of Noah. This expresses a 
sentiment of peace and safety which will be common AFTER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yet BEFORE 
God’s judgments arrive in the Great Tribulation (the final 3½ years). The people will feel safe and at peace. 
In other words, it will be a temporary period of economic, social, and military peace. Notice in this time 
frame there are no wars, economic problems, or diseases as described in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37But as the days of Noah were, so also wi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38For as in the days 
before the flood, they were eating and drinking, marrying and giving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ah entered the ark, 39and did not know until the flood came and took them all away, so also will 
the coming of the Son of Man be. 40Then two men will be in the field: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41Two women will be grinding at the mill: one wi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Mt. 24: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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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은 비기독교인들이 첫예언적 기간 (해산의 고통의 시작)과 셋째예언적 기간동안은 혼란 없이 살게

되는 시기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노아때 처럼“먹고, 마시고, 혼인”하기에 마음이 빼앗

긴 자라고 설명하셨다. 이 표현은 해산의 고통의 시작 후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대환난의(마지

막 3년반) 오기전에 평범하게 누릴 평안와 안전의 분위기를 나타낸다. 사람들은 안전함과 평화를 느끼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일시적인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평화의 기간이다. 주의할 것은 이 기간에는 해산

초기에 묘사된 전쟁이나 경제적 혼란이나 재난같은 것은 없다. 
 
37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39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그 때
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매 한 사
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24:37-41) 

The counterfeit peace and safety will be a noticeable and distinct time in history. When the Church P. 
proclaims this period as being a counterfeit time of peace under the leadership of a demonized man 
called the Antichrist, then we will appear absurd and even dangerous. Many will call the prophetic 
Church arrogant, religious bigots who are intolerant of all others. This is the pressure that God will  
use to purify the Church to fill us with meekness and to make us worthy to rule the world with Jesus. 
 
위조된 평화와 안전은 역사중 구별되고 눈에 띠는 기간이 될 것이다. 이때가 적그리스도라는 귀신들린 

사람의 지도력아래 이루어진 위조된 평화와 안전의 때임을 교회가 선포할때 우리는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들로 보여지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를 타인을 용납하지 않는 편협하고 교만한 종교 집단이라

고 질타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압박으로서 교회를 순결하고 온유하게 하심으로 말미

암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신다.  

Even some within the prophetic prayer movement will not clearly discern Satan’s role in this. time of Q. 
counterfeit peace and safety. Why? The Church will be praying against wars. Suddenly, a time of peace 
will break forth that causes “wars and rumors of war” to cease. What joy some will have as we pray and 
wars cease. This will clearly be seen as a righteous answer to our prayers rather than being a time of 
counterfeit peace and safety.  
 

이러한 거짓된 평안과 안전의 시기 가운데 예언적 기도 운동의 일원들중에서 조차 사탄의 활약을 분

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왜인가? 교회가 전쟁의 종식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

다. 갑자기 전쟁의 소문들이 멈추는 평안의 시간들이 찾아 올 것이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전쟁이 멈추

었다라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거짓된 평안와 안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의로

운 응답인것처럼 보여질 것이다.  

The global pressures during the first prophetic time frame (beginning of birth pangs) will set up the R. 
situation, in which the Antichrist will look successful as he appears to solve world problems. During 
this time, he will take control of many governments in order to fix their economy, etc. He will appear to 
have the answers for a short time.  
 
첫 예언언적 기간 (해산의 고통의 시작) 동안 일어날 전세계적인 압박들은, 적그리스도의출현이야 말로  

세계의 문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다. 이때에 적그리

스도는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나라들을 통제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그가 해결책을 가진자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10. Putting It All Together: Three Time Frames 



162

국제 기도의 집  한국인 사역  |  www.IHOPkorean.org

mikebickle.org 를 방문하시면,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III. PERSECUTION OF CHRISTIANS DURING THE TIME OF PEACE AND SAFETY 
  평화와  안전의  때에 기독교인들을  핍박 

The period of worldwide counterfeit peace will not appear as a time of trouble for unbelievers who lack A. 
discernment. However, it will be a time of persecution for the Church because we will proclaim the time 
of peace as the work of the devil and this will enrage many. This season will bring division and 
separation between good and evil as well as light and darkness. 
 
6I saw the woman [mystery Babylon], drunk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and with the blood of the 
martyrs of Jesus… (Rev. 17:6)  
 
9Then they will deliver you up to tribulation and kill you,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for 
My name’s sake. (Mt. 24:9) 
 
전세계적인 거짓된 평안와 안전의 시기는 분별력이 없는 불신자들에게는 고난의 때가 아닌것처럼 보여질 것

이다. 그러나 교회로서는 이러한 평화의 때가 마귀의 역사임을 선포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것은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할 것이다. 이 기간은 선과악 뿐만 아니라 빚과 어둠이 나누어져 분리 될 것이다. 
 
6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 [바베론의 비밀]를 보고 놀랍게 여
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계 17:6) 
 
9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
라 (마24:9) 

The falling away in the Church will occur because of the pressures (1 Tim. 4:1). The world will be B. 
offended at Jesus and His standards of intolerance that are promoted by the prophetic Church. Some 
believers will rationalize the need to collaborate with the Antichrist’s regime. This will open the door for 
betrayal between close relationships. Offenses will abound and escalate into hate. The Church must take 
a stand on the fact that this seemingly brilliant and dignified world leader will eventually demand to be 
worshiped as God. 
 
이러한 압박들 때문에 교회에서 배도가 일어나게 된다(딤전 4:1). 세상은 예수님과 예언적 교회들에 의해 

강화되어 들어날 주님의 배타적인 기준에 분노할 것이다.  어떤 성도는 적그리스도의 정권에 협력해야 함

을 합리화 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를 배신하게 될 기회를 제공한다. 범행이 가득

하게 되고 증오를 촉진할 것이다. 매우 똑똑하고 존경 받는 세계적 지도자가 언젠가는 자신을 신으로 경

배할것을 요구하게 됨을 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교회는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Spiritual deception will be widespread throughout all the nations. Prophetic believers will not see this C. 
as a good time of peace. The Antichrist’s policies will be filled with deception, as he seeks to win many 
from their commitment to Jesus.  
 
영적인 미혹은 전세계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예언적 성도는 이때를 평화의 때로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을 향한 성도들의 헌신을 빼앗으려는 많은 사람들을 배도로 이끌기 위해 적그리스도의 정책은 

속임수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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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urch will expose Satan’s role in the counterfeit world peace. Imagine how hard it will be for D. 
unbelievers to understand this.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world is at peace. The Church will be 
viewed as elite, extreme, proud, and judgmental. This pressure will purify the Church (Dan. 11:33-35). 
The Church will appear fanatical, extreme and dangerous to world peace and will be opposed by many 
in Israel and Islam. .  
 
교회는 세계적으로 위조된 평화의 사단의 역할을 폭로할 것이다. 도대체 불신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에 이르게 되었다. 교회는 우월주의적이며,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극단적으로 보일 것이다. 이 압박을 통해 교회가 정결케 된다. (단 11:33-35). 교회는 광신적이고 극단적이

며 세계평화의 위협하는 존재처럼 보이게 된다. 교회는 이스라엘과 이슬람에 의해 공격받게 될 것이다.  
 

  IV.  THE FIRST PROPHETIC TIME FRAME: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첫예언적 기간: 해산의 고통의 시작 
 
  8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Mt. 24:8 – NKJ). 
 
  8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Mt. 24:8 – NIV, NAS ) 
 
  8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24:8- 개혁개정). 
 
  8이 모든 것은 진통의 시작이다. (마 24:8 -새번역) 

Jesus spoke of a specific period of time called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The Greek word “birth A. 
pangs” is translated as “sorrows” (NKJV). It is to be compared with the increasing trauma a woman 
experiences during childbirth. This trauma will result in a new world order being birthed at the Millen-
nium. Paul spoke of creation as groaning before the millennial earth.  
 
21The creation itself also will be delivered from the bondage of corruption into the glorious liberty of 
the children of God [Millennial Kingdom]… 22The whole creation groans and labors with birth pangs 
together until now. (Rom. 8:21-22)  
 
예수님은“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라는 구체적인 기간을 언급하셨다. 헬라어 원어로“해산의 고통”은 새
흠정역(NKJV)에는 비통함 (Sorrow)로  번역되었다. 이것은 여인이 해산의 진통 가운데 경험하는 점진적
인 고통과 비교했다. 이 고통으로 인해 천년왕국에 세워질 새로운 세계의 질서가 탄생된다. 바울은 천년
왕국전에 온 피조물이 고통 가운데 있을것을 언급했다.  
 
21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천년왕국]  22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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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opinion is the beginning of birth pangs began in either 1948 (when Israel became a nation) or 1967 B. 
(when the city of Jerusalem came under Jewish control). The premise for the timing of all events in the end 
times is God’s plan for Israel. Israel is the timetable for the unfolding of God’s prophetic plans. In other 
words, Israel is the reference point for understanding redemptive history past and future. It is the filter for 
interpreting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God’s ultimate plans for establishing the messianic kingdom on 
earth. A generation in Scripture can be anywhere from 30 to 100 years. For example, there are nearly 1,000 
years in the 14 generations from Abraham to David (averaging over 70 years for each generation).  
 
33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at the doors! 34Assuredly, I say to you, this  
generation will by no means pass away till all these things take place. (Mt. 24:33-34)  
 
17The generations from Abraham to David are fourteen generations, (Mt. 1:17) 
 
내 견해는‘해산의고통의 시작”은 1948년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때) 혹은 1967년 (6일전쟁으로 예루살

렘이 이스라엘에게 재탈환될때 )시작되었다. 마지막때의 모든사건들의 시간적 전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들이 펼쳐지는데 예정표이다. 즉 다른 말로 하면 과

거와 미래의 구원적 역사를 이해하는데 이스라엘이 기준이 된다. 메시야적 왕국은 이 땅에 세우실 하나

님의 궁극적인 계획을 해석하기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하는 여과장치 (필터: 요소와 관점)이다. 성경에서 한 

세대는 어느 곳에서나30년에서 70년까지로 볼수 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약 1000년동안 

14세대가 있었다 (각세대에 평균 70년). 
 
33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4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마 24:33-34)  
 
17그런즉 모든 대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열네 대요  (마. 1:17) 

The 3 most significant prophetic dates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are 1948 (re-birth of the nation of C. 
Israel), 1967 (recapturing the city of Jerusalem), and the beginning of the 7-year period initiated by the 
Antichrist’s peace treaty with Israel and other nations (Dan. 9:27).  
 
대환난전에 일어날 가장 중요한 예언적 날들은 1948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1967년 (6일전쟁을 통한 

예루살렘 재탈환) 그리고 마지막 7년이 시작되는 기간으로 이 때에 이스라엘이 열방들은 적그리스도와 

평화조약을 맺게 된다. 

There are twelve major worldwide trends that are to be discerned and received as prophetic signs to help D. 
the Church prepare for the coming years (Mt. 24:4-8; Mk. 13:5-8, Lk. 21:7-18). 
 
앞으로 다가올 시간들을 교회가 준비하기 위해 예언적 증표로 분별하고 받아 들여야 할 세계적으로 일어

나고 있는 12가지의 경향이 있다 (마 24:4-8;  막 13:5-8; 눅 21:7-18).  

 
False christs1.  – false leaders in the Church (Mt. 24:5; Mk. 13:6; Lk. 21:7) 
거짓 그리스도들 - 교회안의 거짓된 지도자들 (마 24:5; 막 13:6; 눅 21:7) 

War2.  – military and political conflict (Mt. 24:6; Mk. 13:7; Lk. 21:9)     
전쟁 - 군사적，정치적충돌（마24:6；막13:7；눅21:9）

10.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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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nic conflict3.  – civil disorder and racism as nation (ethnos) rises against nation (Mt. 24:7) 
인종 분쟁 - 민족과민족의 분쟁을 통한 사회 무질서와 인종차별（마24:７） 

Economic warfare4.  – economic related hostility and conflicts in kingdoms competing against 
kingdoms (Mt. 24:7; Mk. 13:8). 
경제적 전쟁－국가간의 경제적인  적대심과 충돌 (마２4:7;  막1３:８） 

Famines5.  – massive food shortages (Mt. 24:7; Mk. 13:8; Lk. 21:11). Famines in Ethiopia and 
Sudan are well known today. Many of the 6 billion people on earth are underfed. 
기근－거대한 식량난（마24:7；눅21:11）. 오늘날 이디오피아와 수단의 기근을 잘 알려져 있다．현재 

전 세계의 ６0억중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 

Pestilences 6.  – fearful epidemic diseases (Mt. 24:7; Lk. 21:11). Bio-technology and worldwide 
pestilence will rise. Tuberculosis, Legionnaires, AIDS, and other diseases are becoming more  
resistant to manmade inoculations and drugs.  
악성 전염병－두려운 전염성 질병들（마２4:7; 눅21:11）생물공학과 전 세계적 전염병이 증가 될 것

이다. 결핵, 레지오넬라 균병, 에이즈와 여러 질병들은 인간이 만든 예방 접종과 항생제의 대한 내

성만 늘어나고 있다.  

Earthquakes7.  – in various places (Mt. 24:7; Mk. 13:8; Lk. 21:11) 
지진－세계 도처에서（마24:7；막13:8；눅21;11） 

Troubles8.  – events that cause pressure (Mk. 13:8)  
고난－환난의 원인이 될 여러 사건들（막13:8） 

Commotions9.  – chaotic events (Luke 21:9)  
난리－혼란스러운 사건들 (눅 21:9) 

Fearful sights10.  – unusual (Luke 21:11)  
무서운 현상들－특이한 현상들  (눅 21;11) 

Great signs from heaven11.  – cosmic or atmospheric signs (Luke 21:11)  
하늘로 부터 큰 징조－우주적 혹은 대기변화의 징조들 (눅 21:11) 

Persecution12.  – The significant increase of martyrdom of believers in Jesus (Rev. 6:9-11; 7:13-
14; 9:21; 13:7, 10; 16:6; 17:6; 18:24; 19:2; 2 Tim. 3:3 (brutal); Dan. 7:21, 25; 8:24; 11:33-35; 
12:7, 10; Mk. 13:12:13; Lk. 21:12, 16-1) 
박해－(눅 21:12-19). 순교하는 성도들이 크게 증가됨. 계 6:9-11; 7:13-14; 9:21; 13:7,10; 16:6; 

18:24; 19:2; 딤후 3:3 (잔인한); 단 7:21,25; 8:24; 11:33-35; 12:7,10; 막 13:12,13; 눅 21:12, 16-17) 

 

 

 

 

10. Putting It All Together: Three Time 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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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PROPHETIC TIME FRAME: FULLNESS OF BIRTH PANGS  (MT. 24:15-31) V.  
 세번째  예언적 기간: 해산의 진통의  충만함 (마 24:15-31)  
 
 21For the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this time, no, nor ever shall be. (Mt. 24:21) 
 
 21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24:21) 
 

The third prophetic time frame is the Great Tribulation or the fullness of birth pangs or the heavy labor. A. 
It occurs during the last 3½ years of the 7-year period (Mt. 24:15-31; Rev. 6-19).  
 
세번째 예언적 기간은 대환난 혹은 해산진통의 충만함 혹은 고통스러운 해산이다. 이 기간은 7년중 마

지막 3년반동안 일어날 일들이다(마 24:15-31; 계 6-19).  

This is the time when the Antichrist shows his hostility openly without needing to deceive unbelievers B. 
or hide his cruelty and wickedness. During the final 3½ years before Jesus returns, the Antichrist will 
require all people on the earth to worship him. He will not even hide his ambition to be the only one 
worshiped as God. He will ban all other religions, even those previously allowed in the false one-world 
church.  
 

이때에 적그리스도는 불신자들을 속일 필요없이 공개적으로 적개심을 드러낸다. 적그리스도는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할 것을 강요한다. 그는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으로 경배 받고 싶은 야욕을 

숨기지 않을것이다. 다른 모든 종교들과 그전에는 허용했던 거짓된 한 세계종교 (교회)도 금할것이다. 적

그리스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전 마지막 3년 반동안 자신의 잔인함과 악함을 감추지 않을것이다 

 

  THE LAST 3½ YEARS BEFORE THE SECOND COMING: SIX EXPRESSIONS   VI. 
  재림전 최후의 3년반: 여섯 가지 표현들 

 

  The final 3½ year time period is designated in six different ways in Scripture to render it impossible to   
  spiritualize or make it symbolic of something other than 3½ years. These are: 42 months (Rev. 11:2;   
  13:5), 1260 days (Rev. 11:3; 12:6), time, times and half a time (Rev. 12:14; Dan. 7:25; 12:7), Middle   
  of the Week (Dan. 9:27), the Great Tribulation (Rev. 7:14), and Jacob’s Trouble (Jer. 30:7). 
 
  최후의 3년반을 성경은 여섯가지의 다른 방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문자적인 3년반외에는 상징적으로   

  설명하기는 불가능하다.: 42개월 (계11:2; 13:5), 1260일 (계11:3; 12:6),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계 12:14; 단   

  7:25; 12:7) 그리고 이레의 절반 (단 9:27), 대환난 (계 7:14), 야곱의 환난 (렘 30:7)으로 표현된다.

10.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 세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