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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 The Forerunner Message in Isaiah 18-19 
06 이사야 18-19장의 선두주자 메시지 

 

I. THE CONTEXT OF ETHIOPIA AND EGYPT IN THE END TIMES (DAN. 11:42-43) 
마지막 때의 구스 (에티오피아)와 애굽(이집트)의 배경 

A. The Antichrist will attack Egyp and gain control over Ethiopia (Dan. 11:42-43). Jesus will destroy 
the Antichrist’s armies at Armageddon and will redeem Ethiopia (Isa. 18:7) and Egypt (Isa. 19:16-
25). Egypt will be temporarily occupied by the Antichrist’s military forces, giving the Antichrist 
control of their national finances. The Ethiopians “shall follow at his heels,” (11:43) or be in step, in 
cooperation, with the Antichrist. “In that time,” the Ethiopians will present gifts in worship to Jesus 
(Isa. 18:7). 
적그리스는 애굽을 치고 구스를 지배할 것이다(단 11:42-43). 예수님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괴하고 구스(사 18:7) 와 애굽 (사 19:16-25) 을 구속하실 것이다. 애굽은 
그들의 국가 재정을 적그리스도에게 지배당하면서 그들의 군대로부터 일시적으로 점령 당할 
것이다. 구스 사람은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11:43) 또는 적그리스도와 협력할 것이다. “그 
때에,” 구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배함으로 예물을 드릴 것이다 (사 18:7). 
42He [Antichrist] shall stretch out his hand against…the land of Egypt…43He shall have power 
over the treasures of gold and silver, and over all the precious things of Egypt; also the Libyans 
and Ethiopians shall follow at his heels [cooperate with him]. (Dan. 11:42-43) 
42그가 [적그리스도]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애굽 땅… 43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적 그리스도와 협력] 
(단 11:42-43)  

B. Outline 
개요 
18:1-3  Instructions for the ambassadors sent to and from Ethiopia 
             구스에서 온 그리고 구스로 보내진 사자(대사)들을 위한 지시 
18:4-6  God’s message for Ethiopia and the nations  
             구스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18:7  The Ethiopians and others will worship the Lord in Jerusalem 
             구스 사람들과 다른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C. Most agree that specific events related to these prophecies are not clearly discernable. Some suggest 
that the events referred to in Isaiah 18 occurred around 720 BC and those in Isaiah 19 during the 
reign of Piankhi just after 720 BC. Some associate Isaiah 18 with Sargon’s attack on Philistia in 711 
BC or Sennacherib’s attack in 701 BC or when Shabaka took control of southern Egypt in 716 BC.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예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은 명확히 분별할 수 없다는 것에 동의한다. 
몇몇은 이사야 18장에 언급된 사건들은 주전 720년에 일어났고 이사야 19장에 언급된 사건들은 
주전 720년 직후 피안키 왕의 통치기간 동안 일어났다고  제시한다. 몇몇은 이사야 18장을 주전 
711년 사르곤의 필리스티아 공격 또는 주전 701년 세네케리브의 공격 또는  주전 716년 
샤바카가 남 애굽을 지배 했었을 때와 연관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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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Instructions for the ambassadors or messengers being sent to and from Ethiopia (18:1-3): The 
ambassadors from Ethiopia went to Jerusalem and/or to other foreign courts (Moab, Philistia) 
seeking an alliance against Assyria. Isaiah 18 was written for the benefit of the people in Jerusalem. 
구스로 부터 온 그리고 구스로 보내진 사자(대사)들 또는 사절(전달자)들을 위한 지시 (18:1-3):  
구스로 부터 온 사자는 앗수르를 대적하는 동맹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과 이방 왕궁에 (모압, 
필리스티아) 갔다. 이사야 18장은 예루살렘 백성의 은택을 위해 적혀졌다.   
1Woe to the land…which is beyond the rivers of Ethiopia, 2which sends ambassadors by sea… 
saying, “Go, swift messengers, to a nation tall and smooth of skin [Ethiopia]…whose land the 
rivers divide.” 3All inhabitants of the world and dwellers on the earth: when he [a messenger] 
lifts up a banner on the mountains, you see it; and when he blows a trumpet, you hear it.  
(Isa. 18:1-3) 
1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2…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구스] … 3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사절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사 
18:1-3). 

1. Banner on the mountain: The message seems to be a call to war. Something important was 
going to happen as signified by a “banner begin raised” and “a trumpet blown” (18:3). This is 
a sign that God is at work, usually related to war (Isa. 13:2; Jer. 51:27). 
산 위의 깃발: 이 메시지는 전쟁을 요청하는 것 처럼 보인다. “깃발이 세워지고” “나팔이 
불려지는 것” (18:3) 에 의해 표명된 중요한 무언가가 일어날 것 이었다. 이것은 보통 
하나님이 전쟁과 관련해 일하고 계시다는 표적이다(사 13:2; 렘 51:27).  

2. Isaiah’s message is that all the nations need to be alerted (18:3) because the Lord was issuing 
a call to battle. No one could miss that call when it came. Isaiah does not say who is declaring 
war against whom. Historically, it might have referred to a war bringing God’s judgment on 
Assyria (17:12-14)—the message before Isaiah 18. 
이사야는 열방이 준비해야 한다고 메세지를 전하고 있다 (18:3). 왜냐하면 주님이 전쟁을 
공포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 누구도 전쟁이 올 때 피할 수 없다. 이사야는 누가 누구를 
대적해서 전쟁을 선포할 지는 말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그것은 앗수르를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전쟁과 관련 되었을지도 모른다 (17:12-14) – 이사야 18장 전의 메시지.  

II. GOD’S MESSAGE FOR ETHIOPIA AND THE NATIONS (ISA. 18:4-6) 
구스(에티오피아)와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 (사 18:4-6)  

A. Isaiah described God’s sudden judgments against His enemy using agricultural metaphors. The 
nations to be destroyed are not named. The details can be applied at various times in history. 
이사야는 농사적인 비유를 사용하면서 적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갑작스러운 심판을 묘사했다. 
멸망될 나라들은 언급되지 않았다. 세부사항들은 역사상 다양한 때에 적용될 수 있다.  
4For so the LORD said to me, “I will take My rest, and I will look from My dwelling place like 
clear heat in sunshine, like a cloud of dew in the heat of harvest.” 5For before the harvest… 
He will both cut off the sprigs with pruning hooks and take away and cut down the branches. 
6They will be left together for the mountain birds of prey and for the beasts of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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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 18:4-6) 
4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5추수하기 전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6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 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사 18:4-6) 

1. Isaiah described the Lord’s overwhelming power. The Lord would look from His heavenly 
place like the burning heat of summer or the dew in the heat of the harvest. Isaiah described 
God as intensely present everywhere, like the summer heat. This points to a coming judgment. 
이사야는 주님의 엄청난 능력을 묘사했다. 주님은 내리 쬐는 햇볕같이 혹은 가을 추수 때 
맺히는 이슬같이 하늘에서 내다 보실 것이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여름 더위와 같이 모든 
곳에 강렬히 임재하시는 분으로 묘사했다. 이것은 다가오는 심판을 시사한다. 

2. The heat at harvest time is overpowering, and the cloud of dew engulfs and covers the land. 
The Lord will prune the nations as a farmer pruned his vines and trees, but He would do it 
before they reached harvest time—at a time that they did not expect it to come. 
가을 추수 때의 더위는 아주 강하고 맺히는 이슬은 땅을 완전히 뒤덮는다. 주님은 그의 
나무들을 가지치기하는 농부로서 열방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들이 추수할 
때가 되기 전 그 일을 하실 것이다 – 그들이 그것이 다가올 것을 예상하지 못한 때.  

3. The branches and sprigs were cut off and left to the birds and wild animals to eat. 
연한 가지와 퍼진 가지는 찍혀 버려지고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 짐승들에게 먹혀질것이다.  

B. One of the most sober realities of the future is the Lord calling the nations to war in the end times.  
미래의 가장 엄숙한 실재 중의 하나는 마지막 때 열방을 전쟁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시다. 
8“Therefore wait for Me,” says the LORD, “Until the day I rise up for plunder; My determination 
is to gather the nations to My assembly of kingdoms, to pour on them My indignation, all My 
fierce anger; all the earth shall be devoured with the fire of My jealousy.” (Zeph. 3:8) 
8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습 3:8)  

C. After Armageddon, the corpses of soldiers will be left on the ground for the birds to eat (Ezek. 
39:17-20). The nations will be so depopulated by this that birds will feast on them (Rev. 19:17-19). 
아마겟돈 전쟁 이후, 군인들의 시체들은 새들이 먹도록 땅에 버려지게 될 것이다 (겔 39:17-20).  
열방의 공중에 나는 새들이 그들을 먹음으로써 인구 수는 감소 될 것이다 (계 19:17-19).  
17I saw an angel…saying to all the birds…, “Come and gather together for the supper of the 
great God, 18that you may eat the flesh of kings, the flesh of captains, the flesh of mighty men…” 
19I saw the beast,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to make war against Him.  
(Rev. 19:17-19) 
17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살을 먹으라 하더라 19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 19: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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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Ethiopians will worship the Lord in Jerusalem (18:7). They will bring their gifts of gratitude 
and devotion to Him at Mt. Zion. “In that time” links 18:7 to the judgment of war in 18:4-6. 
구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예배할 것이다 (18:7). 그들은 시온 산에서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드릴 것이다. 18장 7절의 “그때에”는 18장 4-6절의 전쟁의 심판과 연결된다.  
7In that time a present will be brought to the LORD of hosts from a people tall and smooth of 
skin…to the place of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to Mount Zion. (Isa. 18:7)  
7그 때에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사 18:7) 

E. Once Jesus defeats the armies of the Antichrist, the people from Ethiopia (18:2) will bring gifts to 
God in Mount Zion to express their worship and gratitude to God for destroying their enemy. 
언젠가 예수님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패배 시키시면, 구스 사람들은 (18:2) 하나님께서 그들의 
적을 멸망시키심에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표현하기위해 시온 산에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29…Your temple at Jerusalem, kings will bring presents to You.30…till everyone submits himself  
[to God] …31Envoys will come out of Egypt; Ethiopia will quickly stretch out her hands to God. 
(Ps. 68:29-31) 
29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30… 각 사람이 [하나님께] 
복종할 때까지…31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시 68:29-31) 

III. THE LORD STRIKES AND HEALS EGYPT (ISA. 19:1-25) 
주님은 애굽(이집트)를 치시고 치유하신다 (사 19:1-25) 

A. Principle: What the Lord does in striking and healing Egypt is a model of what He will do for other 
nations too. The glory and judgment released in fullness at Jesus’ coming will be released in part 
now. We pray for the release in part of that which will be released in fullness at His return. 
원칙: 애굽을 치시고 치유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그가 다른 나라에게도 하실 일들의 
모델이 된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전히 풀어진 영광과 심판은 지금 부분적으로는 풀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히 풀어질 것의 일부분을 위해서 기도한다.  

B. Outline: 
개요 
19:1-15  God will prevail over Egypt’s false gods. 
               하나님은 애굽(이집트)의 거짓된 신들을 이기실 것이다. 
19:1-5  Egypt’s social upheaval and civil strife 
               애굽의 사회적 격변과 갈등 
19:5-10  Egypt’s economic troubles and a fierce king 
               애굽의 경제적인 문제들과 포학한 왕  
19:11-15 Egypt’s terrible political leadership 
                애굽의 끔찍한 정치적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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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25 God will save Egypt, and they will worship Jesus. 
               하나님은 애굽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할 것이다.  
 19:16-17 Egypt will face fearsome troubles. 
                 애굽은 무시무시한 문제들을 마주할 것이다. 
 19:18-22 The Lord will deliver Egypt and release a great revival. 
                 주님은 애굽을 구하시고 큰 부흥을 보내실것이다. 
  19:23-25 Egypt and Assyria will worship God. 
                  애굽과 앗수르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C. When interpreting end-time prophecies, we understand that many prophecies often have a partial 
fulfillment in history, with ultimate fulfillment at the end of the age. The events in 19:1-5 have not 
yet occurred in their fullness. A few similar events happened in minor ways throughout the history 
of Egypt, but not with the same intensity or with the results set forth in 19:16-25.  
마지막 때의 예언들을 해석할 때, 우리는 종종 많은 예언들이 마지막 때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과 
역사에서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을 이해할 수 있다. 19장 1-5절의 사건들은 아직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작기는 하지만 조금의 비슷한 사건들이 애굽 역사에 걸쳐 발생했으나, 19장 16-25절에서 
제시된 결과와 같은 강도로는 아니다. 

D. Assyria defeated the Egyptians in 720 BC. There was civil strife and political failure in Egypt  
from 724-720 BC. Attempts to locate this in a specific historical context seem futile (Oswalt). 
애굽은 앗수르에게 주전 720년에 패하였다. 주전 724-720년 애굽에서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실패가 있었다. 이 사건을 특정한 역사적 문맥에서 찾기 위한 시도는 다 실패했다(오스왈트). 

E. Summary of 19:1-15: The Lord will come to Egypt to confront the idols of Egypt and to turn the 
hearts of the people to Himself. His plan is to stir Egyptians to fight each other until the country is 
filled with civil strife. This will lead them turn to their idols and occult practices to seek solutions. 
This will prove ineffective, so the nation will be in great despair, leading to a fierce king coming to 
power. The Lord will cause the Nile River to dry up, leading to an economic collapse. 
19장 1-15절의 요약: 주님은 애굽의 우상들을 직면하시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그분에게 돌이키기 
위해 오실 것이다. 그분의 계획은 애굽인들로 하여금 나라가 사회적 갈등으로 완전히 가득 찰 
때까지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그들의 우상과 무속 의식으로 해결책을 찾게 할 
것이다. 이것은 효력이 없을 것이며, 나라는 큰 절망에 빠질 것이고, 포악한 왕이 권세를 잡음으로 
전개된다. 주님은 나일 강을 마르게 할 것이고, 이것은 경제적 붕괴로 이어진다. 

F. Egypt’s social upheaval and civil strife as the Lord confronts the idols of Egypt (19:1-5): 
주님이 애굽의 우상들을 직면하심으로 일어나는 애굽의 사회적 격변과 갈등 (19:1-5) 
1…Behold, the LORD rides on a swift cloud, and will come into Egypt; The idols of Egypt will 
totter at His presence, and the heart of Egypt will melt in its midst. 2“I will set Egyptians against 
Egyptians; everyone will fight against his brother…city against city…” (Isa. 19:1-2) 
1…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2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사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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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Egypt’s economic troubles and fierce king (19:3-5): The nation will be in great despair leading to  
a fierce king (the Antichrist) coming to power. The Lord will cause the Nile River to dry up (19:5), 
leading to an economic collapse in the nation (19:10). 
애굽의 경제적 문제들과 포악한 왕 (19:3-5): 나라는 큰 절망에 빠지고, 이것은 포악한 
왕(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음으로 이어진다. 주님은 나일 강을 마르게 하실 것이고(19:5), 이것은 
나라의 경제적 붕괴로 이어진다(19:10). 
3“The spirit of Egypt will fail in its midst; I will destroy their counsel, and they will consult the 
idols and…sorcerers. 4And the Egyptians I will give into the hand of a cruel master, and a fierce 
king will rule over them…5and the [Nile] river will be wasted and dried up…” 10And its 
foundations will be broken. All who make wages will be troubled of soul. 13The princes of Zoan 
have become fools…they have deluded Egypt…have caused Egypt to err in all her work, 
 as a drunken man staggers in his vomit. (Isa. 19:3-15) 
3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4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학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5…강 [나일]이 잦아서 마르겠고 10그의 기둥이 부숴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13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잇돌이거늘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사 19:3-15) 

IV. DECREE #1 (INDIVIDUAL): RELEASE THE FEAR OF GOD AND POWER (ISA. 19:16-17) 
선포 #1 (개인적): 여호와를 경외함과 능력을 풀어 주세요 (사 19:16-17) 

A. We can identify five prophetic decrees in Isaiah 19—each beginning with “in that day” (19:16-17; 
18; 19-22; 23; 24-25). These decrees will be commonly known among the Body of Christ before 
Jesus returns, as the Church will be partnering in prayer with Jesus in His end-time plans. 
우리는 이사야 19장에서 5개의 예언적인 선포들을 알아볼 수 있다 – 각각 “그 날에” 로 시작한다 
(19:16-17; 18; 19-22; 23; 24-25). 이 선포들은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의 마지막 때 계획안에서 
기도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에 잘 알려질 것이다.  

B. Unbelievers in Egypt will be gripped with the fear in seeing God’s judgments on the wicked 
(19:16). Many will be terrified by hearing the report of the Antichrist’s reign of terror in Judah. 
애굽(이집트)에 있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향한 심판들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다 (19:16). 많은 이들은 공포로 유다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 떨 
것이다.  
16In that day Egypt will…be afraid and fear because of the waving of the hand of the LORD of 
hosts, which He waves over it. 17And the land of Judah will be a terror to Egypt; everyone who 
makes mention of it will be afraid in himself, because of the counsel of the LORD of hosts which 
He has determined against it. (Isa. 19:16-17) 
16그 날에 애굽이…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사 19: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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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ear and terror are mentioned four times in Isaiah 19:16-17. This oracle is against those who refuse 
God’s grace. They will be afraid of both Jesus’ judgments and the Antichrist’s rage. 
두려움과 공포는 이사야 19:16-17절에 4번 언급되어 있다. 이 경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심판과 더불어 적그리스도의 격노 또한 두려워 할 것이다. 

1. The Lord will wave His hand to destroy the tongue or gulf of Egypt (Gulf of Suez) at the Red 
Sea, and He will cause the Euphrates River to dry up. 
주님은 그분의 손을 흔들어 홍해에서 애굽 해만 (수에즈만) 을 파괴하실 것이고 유브라데 
하수를 말라버리게 하실 것이다.  
15The Lord will utterly destroy the tongue [gulf] of the Sea of Egypt; with His mighty wind  
He will shake His fist over the River, and strike it in the seven streams… (Isa. 11:15)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사 11:15)  

2. The Antichrist’s reign of terror is described as a scourge going through Judah (Isa. 28:14-19). 
적그리스도의 공포 정치는 유다를 향해 밀려오는 재앙으로 묘사되어 있다. (사 28:14-19) 
18When the overflowing scourge [of the Antichrist] passes through, then you will be 
trampled down by it…19It will be a terror just to understand the report. (Isa. 28:18-19) 
18…넘치는 재앙이 [적그리스도의]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9…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사 28:18-19) 

D. We pray, “Lord, wave Your hand of power to shake Egypt so that they cry out for Your salvation. 
Release the spirit of the fear of the Lord. Stop ungodly leaders who resist You. Release Your hand 
over the house of prayer and raise up apostolic and prophetic leadership.” 
우리는 기도한다, “주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집트를 흔드사 그들로 하여금 주님의 구원을 
부르짖게 해 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풀어 주세요. 주님을 저항하는 악한 지도자들을 
멈추시고 주님의 손을 기도의 집 위에 두사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리더들을 일으켜 주세요.”  

V. DECREE #2 (REGIONAL): RELEASE A SPIRIT OF REVIVAL (ISA. 19:18) 
선포 #2 (지역적): 부흥의 영을 풀어 주세요 (사 19:18) 

A. The spirit of revival will rest in an unusual way on five cities in Egypt before Jesus returns. This 
will happen to such a degree that these cities will swear to follow Jesus. They will be renowned for 
their dedication and boldness in the face of Islam and the Antichrist’s oppression (19:20). 
부흥의 영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집트의 다섯 도시들 위에 흔치 않은 방식으로 임할 것이다. 이 
일은 그 도시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맹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이슬람과 적그리스도의 
억압에 맞선 그들의 헌신과 담대함으로 유명해질 것이다 (19:20).    
18In that day five cities in the land of Egypt will speak the language of Canaan and swear by the 
LORD of hosts; one will be called the City of Destruction [lit. City of the Sun]. (Isa. 19:18) 
18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태양의 도시]. (사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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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o speak the “language of Canaan” means they will speak Hebrew. The official language of Canaan 
was Arabic for 1400 years. In 1948, the primary language changed to Hebrew. It would not be a 
noteworthy prophetic event for five cities in Egypt to speak Arabic. Does this refer to Jews speaking 
Hebrew in these five cities because so many moved to them? Or will Egyptians be called by the 
Spirit to learn Hebrew in preparation for Jews seeking refuge there? 
“가나안 방언” 을 말한다는 것은 그들이 히브리어로 말할 것을 의미한다. 가나안의 공용어는 
1400년동안 아랍어였다. 1948년에 주요 언어가 히브리어로 바뀌었다. 이집트의 다섯 도시가 
아랍어를 구사하는 것은 주목할만한 예언적인 사건이 아닐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많은 수가 
이 다섯 도시에 이동함으로서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히브리어를 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혹은 이집트인들이 그곳에서 피난처를 찾는 유대인들을 대비하는 차원으로 히브리어를 배우라는 
성령님으로부터의 부름을 받게될 것인가? 

C. We pray, “Lord, release a spirit of revival, dedication, and boldness in the five cities, and come in 
power to awaken these five regions with an unusual outpouring of the Spirit.” 
우리는 기도한다, “주님, 이 다섯 도시에 부흥, 헌신, 담대함의 영을 풀어 주시고 권능으로 
임하시며 전례 없는 성령의 강력한 부으심으로 이 다섯 지역을 깨워 주세요.”  

VI. DECREE #3 (NATIONAL): PRAYER MINISTRY & NATIONAL SALVATION (ISA. 19:19-22) 
선포 #3 (국가적): 기도 사역과 국가의 구원 (사 19:19-22)  

A. The grace of prayer leading to a great revival and supernatural deliverance from the Antichrist will 
be released in Egypt before Jesus returns. The Lord will strike the land and then heal it. 
대 부흥과 적그리스도로 부터 초자연적인 구원을 초래하는 기도의 은혜가 예수님 재림 전에 
이집트에서 풀어질 것이다. 주님은 그 땅을 치신 후에 고쳐 주실 것이다.  
19In that day there will be an altar to the LORD in the midst of the land of Egypt, and a pillar to 
the LORD at its border. 20It will be for a sign and for a witness to the LORD of hosts in the land of 
Egypt; for they will cry to the LORD because of the oppressors, and He will send them a Savior 
and a Mighty One, and He will deliver them. 21Then the LORD will be known to Egypt, and the 
Egyptians will know the LORD in that day…yes, they will make a vow to the LORD and perform it. 
22The LORD will strike Egypt, He will strike and heal it; they will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be entreated by them and heal them. (Isa. 19:19-22) 
19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20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21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사 19: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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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ve stages: Egypt’s national oppression (stage #1, v. 20) will create the context for a national 
prayer movement to mature (stage #2, v. 22). This will lead to a national deliverance (stage #3, v. 
22), then national salvation (stage #4, v. 21), and finally the healing of the land and infrastructures 
(stage #5, v. 22). 
다섯 단계: 이집트에 임한 국가적인 압박이 (첫 단계, 20절) 국가적인 기도 운동이 성장하는 
상황을 만들 것이다 (두번째 단계, 22절). 이것이 국가적인 건지심 (세번째 단계, 22절), 그리고 
국가적인 구원 (네번째 단계, 21절)으로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그 땅과 사회 기반시설의 치유로 
이어질 것이다 (다섯번째 단계, 22절).  

C. A mighty prayer movement will be raised up that will cry out for God to remove wickedness until 
the nation repents and is fully healed (19:22). 
하나님께 악을 제거해 달라고 울부짖는 강력한 기도 운동이 국가가 회개하고 완전히 고침 받게 될 
때까지 일어날 것이다 (19:22).  

D. The Antichrist will function as an end-time Pharaoh who will oppress God’s people. The end-time 
saints will cry out for deliverance from oppression as Israel did in Moses’ day.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는 마지막 때의 바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스라엘이 모세 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탄압으로부터 건져 달라 부르짖을 것이다.   
7“I have surely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who are in Egypt, and have heard their cry… 
8So I have come down to deliver them…9The cry of the children of Israel has come to Me, and I 
have seen the oppression with which the Egyptians oppress them.” (Ex. 3:7-9) 
7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8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9…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출 3:7-9)  

E. Egypt will build an altar and a pillar as expressions of gratitude. These will be memorials to their 
national deliverance and salvation (19:19-20). 
이집트는 감사의 표현으로 제단과 기둥을 세울 것이다. 이것들은 그들의 국가적 건지심과 구원에 
대한 기념물이 될 것이다 (19:19-20).  

F. Egypt will follow through on their vows (19:21). The pillar will be a national monument at the 
border to testify of their devotion to Jesus. 
이집트는 그들의 서원을 따를 것이다 (19:21). 그 기둥은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증거하는 
국가 기념물로써 국경에 있을 것이다.   

G. We pray, “Lord, release grace on a national prayer movement to contend in prevailing faith for 
national deliverance, salvation, and healing.” 
우리는 기도한다, “주님, 탁월한 믿음으로 국가적인 건지심과 구원 그리고 치유를 위해 간구하는 
국가적인 기도 운동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VII. DECREE #4 (INTERNATIONAL): RELEASE RECONCILIATION (ISA. 19:23) 
선포 #4 (국제적): 화해가 일어나게 해 주세요 (사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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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 highway will facilitat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cooperation, and communication.  
Believers in Egypt will be unified with believers in Assyria—parts of modern-day Iraq, Syria, 
Jordan, and Lebanon, and parts of the Gulf countries, Saudi Arabia, Turkey, and Iran. 
대로가 국제 관계와 협력 및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이다. 이집트의 믿는 자들은 앗수르에 있는 
믿는자들과 – 현대의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레바논의 일부와 걸프만 연안 국가들, 사우디 
아라비아, 터키, 이란의 일부 - 연합될 것이다  

B. The modern peoples from the lands of Egypt and Assyria will reconcile in the Lord. Arabs will 
reconcile with Arabs, and then Arab nations will reconcile with Israel in Christ. 
현대의 이집트와 앗수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서 화해할 것이다. 아랍인들은 아랍인들과 
화해 할 것이고 아랍 국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화해 할 것이다.  
23In that day there will be a highway from Egypt to Assyria, and the Assyrian will come into 
Egypt and the Egyptian into Assyria. The Egyptians will serve with the Assyrians. (Isa. 19:23) 
23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사 19:23)  

C. Isaiah often referred to this literal millennial highway (Isa. 11:16; 19:23; 35:8; 49:11; 62:10). 
이사야는 종종 문자 그대로의 천년왕국의 큰 길(대로)에 대해 언급했다 (사 11:16; 19:23; 35:8; 
49:11; 62:10).   
16…a highway for the remnant of His people who will be left from Assyria… (Isa. 11:16) 
16그의 남아 있는 백성 곧 앗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사 11:16) 

D. We pray, “Lord, fully unify Egyptian and Iraqi believers now as a first fruits.” 
우리는 기도한다, “주님, 이집트의 믿는자들과 이라크의 믿는자들을 첫 열매로 온전히 연합되게 
해 주세요.” 

VIII. DECREE #5 (GLOBAL): RELEASE SUPERNATURAL UNITY (ISA. 19:24-25) 
선포 #5 (전세계적): 초자연적인 연합이 일어나게 해 주세요 (사 19:24-25)  

A. Arabs will be fully reconciled with Israel, resulting in a blessing in the midst of the “land.” The 
word for land is often translated “earth,” as in the NIV, NAS, and RSV. 
아랍인들은 이스라엘과 온전히 화해 할 것이며 이것이 “그 땅” 에 복이 될 것이다. 땅 이라는 
단어는 NIV,NAS,RSV번역본에서 종종 “세계”라고 번역된다.  
24In that day Israel will be one of three with Egypt and Assyria-- a blessing in the midst of the 
land [earth], 25 whom the LORD of hosts shall bless, saying, “Blessed is Egypt My people, and 
Assyria the work of My hands, and Israel My inheritance.” (Isa. 19:24-25) 
24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이 그 땅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사 19: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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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srael’s two longest-standing enemies will be fully reconciled to Jesus, then to Israel. 
이스라엘의 가장 오래된 적들은 예수님께 온전히 화평하게 될 것이고 그 후로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될 것이다.   
15…so 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man from the two, thus making peace… (Eph. 2:15) 
15…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엡 2:15) 
4The mystery of Christ…6that the Gentiles should be fellow heirs… (Eph. 3:4-6) 
4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6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엡 3:4-6)  

C. God’s glory will be poured out, resulting in the supernatural unity of Israel, Egypt, and Assyria (Jn. 
17:21-22). Unity comes as their national identity and destiny is understood by revelation (19:24-25). 
The names once reserved only for Israel will be given to Egypt and Assyria. 
하나님의 영광이 쏟아져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앗수르의 초자연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요 
17:21-22). 그들의 국가적인 정체성과 부르심이 계시에 의해 깨달아짐으로서 이러한 연합이 올 
것이다 (19:24-25). 한때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이름들이 이집트와 앗수르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D. There is a progression in the Lord’s plan here. It starts with releasing fear on ungodly individuals. 
Next, five cities in Egypt are visited by the grace of God, releasing a revival spirit. Then the entire 
nation will worship Jesus. This is followed by deep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mong Arab brothers 
in Christ in Assyria. The blessing from this unity will impact the earth. 
주님의 계획에는 점차적인 진행이 있다. 이것은 악한 개개인들에게 두려움이 풀어지면서 
시작한다. 그 다음은 이집트의 다섯 도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방문하면서 부흥의 영이 풀어진다. 
그러면 전 국민이 예수님을 경배 할 것이다. 그 다음은 앗수르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랍 
형제들과의 국제적인 깊은 관계로 이어진다. 이 연합을 통한 복은 전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E. It is possible that the geographic area of the garden of Eden is restored in the Millennium by the 
territory of these three ancient nations (Isa. 35:1-8; 51:3; Ezek. 34:29; 36:35; 47:6-12). 
에덴 동산의 지리적 영역은 이 세 고대 국가들의 영토를 통해 천년왕국 때에 회복 될 수 있다 (사 
35:1-8; 51:3; 겔. 34:29; 36:35; 47:6-12).   
35They will say, “This land that was desolate has become like the garden of Eden…”  
(Ezek. 36:35) 
35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겔 36:35) 

F. We pray, “Lord, unify Arab and Jewish believers as first-fruits and cause all to see Your calling on 
each of these nations, that they might serve You together with joy.” (Eph. 1:17-18). 
우리는 기도한다, “주님, 아랍인과 유대인들 중 믿는자들을 첫 열매로서 연합시키시고 모두로 
하여금 주님의 이 국가들을 향한 부르심을 보게 하시므로 그들이 기쁨으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소서.” (엡 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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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ummary of 19:16-25: The Egyptian people will fear the Lord. Five cities or communities that are 
deeply devoted to Him will be established in Egypt. They will learn to speak Hebrew to help and 
relate to the Jewish people who are refugees in their land. An altar including a robust prayer 
movement and a pillar to the Lord will be erected in the land as a sign and a witness to Jesus who 
will deliver them from the oppression of the Antichrist. The Egyptians will know the LORD. 
19장 16-25절의 요약: 이집트인들은 주님을 경외 할 것이다. 그분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다섯개의 
도시 또는 공동체가 이집트에 세워질 것이다. 그들은 그 땅에 난민으로 있는 유대인들을 돕고 
연결되기 위해 히브리어로 말하는 법을 배울 것이다. 강력한 기도 운동을 포함한 제단과 주님을 
위해 세워진 기둥이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억압으로부터 구원하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표증으로 
세워질 것이다. 이집트인들은 여호와를 알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