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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Negative Trends, People and Events in the End Times
마지막 때의 부정적 경향과 사람들, 사건들 

  THE GREAT TRIBULATION    I. 
   대환난 

The Great Tribulation will be the be the A. most difficult time in history for Israel, the Church, and all the 
nations (Mt. 24:21; Jer. 30:7; Ezek. 5:9; Rev. 7:14).  
 
1At that time...there shall be a time of trouble, such as never was...7He [angel]...swore...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3½ years]; when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Israel] has been 
completely shattered… (Dan. 12:1, 7) 
 
21The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this time, no, nor ever shall be. 22Unless those days were shortened, no flesh would be saved 
[physically preserved]; for the elect’s sakes those days will be shortened. (Mt. 24:21-22)  
 

대환난의 시기는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온 열방에게 역사상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이다 (마 23:21; 

렘 30:7; 겔 5:9; 계 7:14) 
 
1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
난일 것이며 7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천사]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
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3년반)를 지나서 성도[이스라엘]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단 12:1, 7) 
 
21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 24:21-22)  

The Great Tribulation is a 3½ year period when God judges sin and Satan attacks God’s people. The B. 
main emphasis is God’s judgment or tribulation against the Antichrist’s worldwide empire by releasing 
the judgments as seen in Revelation (7 seals, 7 trumpets, 7 bowls). The second issue is the Antichrist’s 
rage against God’s people. 
 
9God did not appoint us to wrath, but to obtain salvation through…Jesus… (1 Thes. 5:9) 
 

3년 반 동안의 대환난 기간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된다. 그러

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심판 또는 요한 계시록에 나오는 심판들(7인, 7 나팔, 7 대접)을 

부으사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두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

한 적그리스도의 분노이다. 
 
9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살전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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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ure in the Great Tribulation will come from four sources. There is the fullness of C. God’s wrath (Rev. 
15:7), the fullness of Satan’s rage persecuting the saints (Rev. 12:12), the fullness of man’s sin as seen in 
evil acts against one another (Rev. 9:21), and convulsions in nature (groan of creation) as seen in 
earthquakes, upheavals in the sea, atmosphere, agriculture, sky, etc.).    
 
대환난동안 겪게되는 압박은 4군데에서 오게 된다. 먼저, 하나님의 진노하심(심판)이 충만함에 이르게 된

다(계 15:7).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단의 분노가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계 12:12). 서로를 대적하고 공격하

는 인간의 죄악이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계 9:21). 지진과 쓰나미, 대기변화, 토지의 변화 등과 같은 자

연계의 격변(피조물의 신음소리)이 충만함에 이르게 된다.  

NEGATIVE PEOPLE AND EVENTS IN THE END TIMES  II.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악한 인물들과 사건들
       

The AntichristA.  is the final world leader who wages war against God and persecutes His people. He will 
reign for at least seven years (or for one week according to Dan. 9:27). He will first bring world peace, 
then in the last 3½ years he will turn on Israel and all who refuse to worship him.  
 
적그리스도는 종말에 나타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분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가장 악한 세계 지도자이다. 

그는 7년(또는 단 9:27에 따르면 이레)동안 다스리게 될 것이다. 초기에는 세계평화를 가장한 거짓 평화를 

가져다 주지만 그 후에 (후 3년반에) 자신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과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할 것이다. 

The four components of the Antichrist’s empire are 1. political authority (worldwide authority to make 
laws to kill resisters; Rev. 13:1-2, 15; 17:16), military force (Rev. 13:4, 7), economic control (commerce, 
monopolies, and oppression Rev. 13:2, 15-17), and religious control (a worship movement empowered 
by demonic powers and miracles, Rev. 13:4, 8-14). He will have the greatest political coalition, the 
largest army, the largest religious network, and the most money of any man or empire in history. 
 
24His power shall be mighty…he shall destroy the mighty… (Dan. 8:24) 
 
적그리스도 제국을 구성하는 4가지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다: 정치적 권력(전세계적으로 자신

을 숭배하지 않는 자들을 사형시키는 법을 제정하는 권력; 계 13:1-2, 15; 17:16), 군사 통제권(계 

13:4, 7), 경제 장악(상업, 독점, 통제 계 13:2, 15-17), 종교계 장악(마귀의 힘을 빌어 기적을 행하

고 숭배운동을 일으킴, 계 13:4, 8-14). 적그리스도는 가장 큰 정치적 연합, 가장 강력한 군대, 가

장 큰 종교 네트워크, 그리고 역사상 가장 큰 부를 가진 자가 될 것이다. 
 
24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
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단 8:24) 

The Antichrist will be helped by the loyal service of the 2. False Prophet (who like him will speak 
with authority confirmed by great miracles) and the speaking image. Speaking with authority will 
be a central part of his kingdom as well as the kingdom of God.  
 
적그리스도를 충성스럽게 도와주는 자는 거짓 선지자(큰 기적을 행하는 권세로 담대히 적그리스

도를 선전할 것이다)와 말하는 형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왕국

에서도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중심적 활동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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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2 Thes. 2, Paul used three titles for the Antichrist by calling him the man of sin (v. 3), the son 3. 
of perdition (v. 3), and the lawless one (v. 8). He will be the most cruel man in history and it will 
be impossible to negotiate with him for mercy. He will reason like a wild beast (he is called the 
Beast 36 times in Revelation).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세가지 이름으로 지칭했는데, 그 이름은 불

법의 사람[NKJV역: 죄의 사람](3절), 멸망의 아들(3절), 불법한 자(8절)이다. 그는 역사상 가장 

잔인무도한 사람일 것이다. 그에게 자비를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는 짐승과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다(적그리스도는 요한 계시록에서 36번에 걸쳐 짐승으로 불린다). 

The Antichrist will have “some authority” and some worshipers in all nations yet will not totally 4. 
dominate each nation, especially the ones he is at war with (Dan. 11:40-45). 
 
3All the world marveled and followed the Beast. (Rev. 13:3) 
 
적그리스도는 열방에 행사하는 “권력”으로 숭배자들을 얻게 될 것이지만, 모든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지는 못할 것이다. 특별히, 그와 전쟁을 치루는 나라들이 그러한 나라들이 될 것이다(단 

11:40-45). 
 
3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계 13:3)

The B. False Prophet is the leader of a worldwide religious network devoted to causing all the nations to 
worship Satan and the Antichrist (Rev. 13:4, 8-18). His four most effective strategies will be giving 
speeches, doing great miracles, using the image of the Beast, and using the mark of the Beast system.  
He will function as the counterfeit spirit of Elijah (Mal. 4:5).  
 

거짓 선지자는 온 열방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도록 만드는 데 헌신된 전세계 종교 네트워크의 지도

자이다(계 13:4, 8-18). 그가 사용하는 4가지의 전술은 언변을 통한 설득, 큰 기적들을 행함, 짐승의 형상

을 사용함, 그리고 짐승의 표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그는 엘리야의 영을 표방하는 자일 것이다(말 4:5). 

The image of the BeastC.  will be a statue of the Antichrist that is empowered by demons so that it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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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will serve the Antichrist’s worldwide worship movement 
(as prophetically pictured in Dan. 3). John emphasized this image 10 times (Rev. 13:14, 15 [3x]; 14:9, 11; 
15:2; 16:2; 19:20; 20:4).  
 
짐승의 형상은 적그리스도의 동상으로, 마귀의 힘을 빌어 말을 하고, 숨을 쉬며, 법을 제정하게 될 것이

다(계 13:14-16). 그 우상의 우두머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져 전세계에 세워지는 짐승의 우상들과 밀

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짐승의 형상의 역할은 전세계에 적그리스도 숭배운동을 퍼뜨리는 

것이다(단 3장에 예언적으로 그 모습이 그려져 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형상을 10번에 걸쳐 강

조했다(계 13:14, 15[3번]; 14:9, 11; 15:2; 16:2; 19:20;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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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 of the BeastD.  will be a public mark on people’s right hand or forehead so that it will regularly 
and publicly identify the people who worship the Antichrist (Rev. 13:16-17). It will be necessary to have 
this mark to have access to the global economic system. Those who refuse this mark will not be allowed 
to buy or sell the necessities of life. They will be viewed as criminals of the state who are guilty of the 
death penalty.  
 
짐승의 표는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겨져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확

실히 알 수 있게 될 것이다(계 13:16-17). 상업활동의 참여나 물건의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표

를 꼭 받아야만 될 것이다. 이 표를 거절하는 자들은 일상용품의 매매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들

은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자로 취급받게 될 것이다. 

The mark is an outward symbol of an inward commitment to be a worshiper of Satan, as a 1. 
wedding ring is a symbol of one’s marriage covenant. People will not accidentally take this 
mark, nor will it be given to them against their will, just as no one can accidentally commit 
their life to Jesus and receive salvation. 
 
결혼반지가 혼인가약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짐승의 표는 사탄을 헌신적으로 숭배한다는 외적 표

징이 된다. 사람들이 우연히 이 표를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받게 되

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사람들이 우연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다. 

The foundational technology for the mark of the Beast currently exists in the form of implanted 2. 
microchips. Microchip technology itself is not evil, but it gives us insight into how the mark 
could operate. The mark will be advanced far beyond today’s technology.  
 
짐승의 표를 위한 기본적 첨단 기술은 이미 몸에 심는 마이크로 칩을 통해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

다. 마이크로 칩의 첨단기술 자체가 악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짐승의 표가 어떤 식

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짐승의 표는 오늘날의 첨단기술 보다

도 훨씬 뛰어난  기술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The Antichrist’s head woundE.  and apparent healing will be the great catalytic event that thrusts him into 
worldwide prominence (Rev. 13:3, 12, 14). He will seemingly be killed and healed before all which 
causes them to be overwhelmed with awe so as to worship him. The Antichrist’s death and apparent 
healing is an imitation of Jesus’ resurrection and his head wound has 2 applications. First, the wound 
will be for him as an individual and second, it will be for one of his nations.  
 
적그리스도의 머리부상과 그 부상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사건은 그를 전세계적 권력자로 부상시키는 

큰 촉진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계 13:3, 12, 14). 죽을만큼의 부상에서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일을 보면

서 그를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이며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숭배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

스도의 죽음과 즉각적인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방한 것이다. 적그리스도의 머리 부상은 두가지의 적

용을 가지고 있다. 그 자신의 개인적 적용과 국가적 적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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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omination of desolationF.  will occur when the Antichrist sets up his image in the Jerusalem temple 
and uses the mark of the Beast to demand to be worshiped as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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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standing in the 
holy place”…16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Mt. 24:15-16) 
 
멸망의 가증한 것의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 짐승의 표를 사용해 자

신이 하나님으로 숭배받을 것을 강요하는 사건이다(단 8:13; 9:26, 27; 11:31; 12:11; 마 24:15; 막 13:14; 

살후 2:3-4; 계 13:12-18). 
 
15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마 24:15-16)  

This will be the greatest abomination in history and will lead to a 2-fold desolation. First, the 1. 
Lord will bring destruction or desolation to those who worship the Antichrist. Second, the 
Antichrist will bring destruction or desolation to those who refuse to worship him.  
 
이 사건은 역사상 가장 큰 가증한 사건으로 두가지의 멸망을 이끌어 내게 될 것이다. 첫째, 주님

은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둘째,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숭배

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게 될 것이다. 

This act of abomination will occur in the middle of the last 7 years and is the key event that  2. 
signals the start of the Great Tribulation.  
 
멸망의 가증한 것의 사건은 마지막 7년 기간 중반에 일어나게 되며, 대환난의 시작을 알리는 중추

적 사건이 된다. 

The desecration of the Jerusalem temple will occur as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s set up in it.  G. 
(Dan. 9:27; Mt. 24:15; 2 Thes. 2:4; Rev. 11:1-2).  
 

예루살렘 성전의 신성모독은 멸망의 가증한 것이 그 안에 세워지게 되면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단 9:27; 마 

24:15; 살후 2:4; 계 11:1-2). 

The Antichrist’s 10-nation confederationH.  will be a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alliance that 
will provide him with the greatest power base of any man or empire in history. The foundation 
of the Antichrist’s empire will be a 10-nation confederation support system (Dan. 2:40-44; 7:7; Rev. 
17:12) with its headquarters possibly in the European Union (revived Roman Empire).  
 
적그리스도의 십개국 연합은 정치, 군사, 경제 동맹으로 역사상 그 어떠한 나라나 제국이 가졌던 파워보

다도 더 큰 권력을 적그리스도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 제국의 기초는 이 십개국 연합 제도

가 될 것이며(단 2:40-44; 7:7; 계 17:12), 그 본부는 유럽연합안에 존재할 수도 있다(부활한 로마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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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mergence of the great harlot BabylonI.  (Rev. 17-18) is a worldwide demonic, economic, and 
religious network based in the city of Babylon that will seduce many to do evil such as killing the 
saints who denounce it as evil and demonic (Rev. 17-18). This will be a sign of the times. 
 
큰 음녀 바벨론의 등장(계 17-18)은 바벨론 도시에 본부를 둔 매우 악한 전세계적 경제, 종교 네트워크를 

말하며, 이 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도록 그들을 미혹하며, 이 체제를 악하고 마귀의 짓이라고 부

르짖는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계 17-18). 이 체제는 마지막 때의 징조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The city of Babylon on the Euphrates river in Iraq (50 miles south of Baghdad) will be rebuilt as 1. 
a global economic and religious center (Isa. 13-14; Jer. 50-51; Rev. 17-18). Jeremiah’s prophecy 
that God’s judgment would completely and permanently destroy this city with fire has not yet 
been fulfilled (Jer. 50-51).  
 
현재의 이라크(바그다드의 남쪽 50마일)에 있는 유브라데스 강 옆에 자리 잡게 되는 바벨론 도시

는 재건되어 전세계적 경제와 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사 13-14; 렘 50-51; 계 17-18). 하나님

의 심판이 그 도시를 불로 완전하게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선지자 예레미아의 예언은 아직 성취되

지 않았다(렘 50-51).  

Babylon will occupy a major role (geographically, nationally, and spiritually). There will be a 2. 
unique synergism in successfully combining religion and commerce. The religious and economic 
powers of the entire world will be unified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All the major world religions will 
be unified including apostate Christianity, Judaism, Islam, Buddhism, Hinduism, New Age, cults, etc. 
It will have authority to kill people.  
 
바벨론은 지리적으로, 국가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종교와 경제를 교묘

하게 조합하는 데 성공하는 특별한 시너지 효과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역사상 처음으로 

전세계의 종교와 경제의 권력자들이 연합되게 될 것이다. 전세계의 큰 종교들, 즉, 기독교안의 배

교자들, 유대교, 이슬람, 불교, 힌두교, 뉴 에이지, 이단 등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이 체제는 사람

들을 죽이는 권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The city of Babylon will be the most significant 3. religious center on earth that surpasses Mecca  
(Islam), Jerusalem (Judaism), and Rome (Catholicism) as well as being the most powerful financial 
center on earth that surpasses NYC, Tokyo, London, and Frankfurt.  
 
바벨론 도시는 이슬람의 메카, 유대교의 예루살렘, 카톨릭의 로마등의 종교중심지를 뛰어넘는 가

장 중요한 전세계의 종교 중심지가 될 뿐만 아니라, 뉴욕과 도쿄, 런던, 프랑크푸르트를 뛰어넘는 

전세계의 경제 중심지가 될 것이다. 

God will judge the harlot Babylon in two stages (Rev. 14:8). The first phase relates to the 4. 
one-world religious system of toleration with alliances between all religions (Rev. 17). The 
second phase will destroy it as one of the Antichrist’s headquarters (Rev. 18).  
 
하나님은 큰 음녀 바벨론을 두번에 걸쳐 심판하실 것이다(계 14:8). 먼저, 모든 종교간의 동맹을 

허락하는 전세계 종교체제를 심판하실 것이며(계 17장), 그리고 나서 적그리스도의 본부중의 하나인 

바벨론을 파하실 것이다(계 18장). 

3. 마지막 때의 부정적 경향과 사람들,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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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 martyrdom of Christians comes as the Antichrist makes war with them (Dan. 7:21, 25; 8:24; 
11:33-35; 12:7, 10; Rev. 6:9-11; 9:21; 11:7; 13:7, 15; 16:5-7; 17:6; 18:24; 19:2).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순교하게 될 것이다 (단 7:21, 25; 

8:24; 11:33-35; 12:7, 10; 계 6:9-11; 9:21; 11:7; 13:7, 15; 16:5-7; 17:6; 18:24; 19:2). 

Professing believers will fall away from the faithK.  (2 Thes. 2:3; 1 Tim. 4:1; Mt. 24:12). Many will join 
the great harlot’s religion and economic networks. False teachers will deceive Church members into 
renouncing the faith (Mt. 24:9-13; 1 Tim 4:1-3; 2 Tim 3:1-8; 4:3-5; Jude 18-19; 2 Pet. 3:3-5). Paul 
noted this as a key event that must occur before the second coming.  
 
3Let no one deceive you…for that Day will not come unless the falling away comes first, and the 
man of sin [Antichrist] is revealed... (2 Thes. 2:3) 
 
1Now the Spirit expressly says that in latter times some wi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deceiving spirits and doctrines of demons… (1 Tim. 4:1) 
 
믿는 성도들의 배교가 있게 될 것이다(살후 2:3; 딤전 4:1; 마 24:12). 많은 사람들이 큰 음녀의 종교와 경
제 네트워크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거짓 교사들은 교회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을 저버리게 할 것이다(
마 24:9-13; 딤전 4:1-3; 딤후 3:1-8; 4:3-5; 유 18-19; 벧후 3:3-5).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전에 반
드시 일어나야 하는 사건중의 하나로 배교를 지적했다.  
 
3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3)  
 
1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
으니(딤전 4:1)  

The Armageddon campaign and the battle of JerusalemL.  is a military conflict led by the Antichrist and 
his international armies against Israel (Rev. 16:16; 19:11-21; Joel 3:2-15; Zeph. 3:8). They will lay siege 
to Jerusalem (Zech. 12:1-10; 14:1-2). The Armageddon campaign continues for 3½ years and concludes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This conflict will be spread out over 200 miles throughout Israel (Rev. 
14:20) extending from the plains of Esdraelon (in the north), down through Jerusalem (in the south) 
and the Valley of Jehoshaphat (Joel 3:2, 13), and southward to Edom (Isa. 34:1-17; 63:1-6). Jesus will 
destroy the Antichrist by breathing on him to release the Spirit’s power to immobilize him that he might 
be thrown alive in the lake of fire.  
 
8Then the lawless one [Antichrist] will be revealed, whom the Lord will consume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and destroy with the brightness of His coming. (2 Thes. 2:8) 
 
아마겟돈 전쟁과 예루살렘 전투는 적그리스도가 이끄는 국제적인 군대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는 군사적 
충돌을 말한다(계 16:16; 19:11-21; 욜 3:2-15; 습 3:8). 예루살렘은 함락되게 될 것이다 (슥 12:1-10; 14:1-
2). 아마겟돈 전쟁은 3년 반동안 지속되며 대환난이 끝날 때 종결된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에
스드라엘론 평야로부터 예루살렘, 여호사밧 골짜기(욜 3:2, 13)와 에돔의 남쪽(사 34:1-17; 63:1-6)까지 이
르는 200마일이 넘는 이스라엘 전체 (계 14:20)지역에 걸쳐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적그리스도를 입
의 기운으로 성령의 권능을 통해 그를 파하사 불의 연못에 산 채로 던지실 것이다. 



80

국제 기도의 집  한국인 사역  |  www.IHOPkorean.org

mikebickle.org 를 방문하시면,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8 그 때에 불법한 자[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살후 2:8)  

Persecution of the Jewish peopleM.  will intensify because Satan wants to exterminate the Jewish people so 
that a believing Jewish remnant cannot invite Jesus to rule Israel as her Messiah. Why? Jesus will rule the 
earth from Jerusalem only after He is invited by the Jewish leadership to be their King. Jesus prophesied 
that He would not come back to Jerusalem until the governmental leaders of Israel voluntarily ask Him 
to reign over them as their Messianic King. Jesus “bound” Himself by this prophecy to only come back 
after Israel’s leadership invites Him. 
 
37O Jerusalem…how often I wanted to gather your children…but you were not willing! 38See! Your 
house is left to you desolate; 39for I say to you, you [leaders of Israel] shall see Me no more till you say,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Mt. 23:37-39)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은 더 심해지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사탄이 유대인들을 모두 학살함으로, 믿는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초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로 부터 왕으로 초청을 받으신 후에만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정부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주님을 그들의 메시아 

왕으로 인정하고, 오셔서 통치해 달라는 그들의 요청을 받으시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겠

다는 예언을 하셨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왕으로 초청한 후에야 돌아오는 이 예언에 

“매어”있으시다.  
 
37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38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
진 바 되리라 39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 23:37-39) 

Satan will be thrown into prison when Jerusalem is under Jesus’ rule. Therefore, Satan seeks to 1. 
exploit the Mt. 23:39 prophecy as a “loophole” in God’s end-time plan by making sure that the 
leaders of Israel will not receive Jesus as King.  
 
사탄은 예루살렘이 예수님의 통치아래 들어갈 때 감옥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
탄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종말계획의 
‘허점’으로 마태복음 23:39의 예언을 자신의 최후의 보루로 최대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Satan wants to demonstrate that Jesus’ prophetic word is not faithful, but rather is false. He 2. 
reasons that if Jesus’ prophecy is shown to be a lie, then Jesus can’t imprison Satan as a liar. Thus, 
Jesus cannot return to Jerusalem in “integrity and truth” without first being invited by the Jewish 
leadership. Satan’s strategy is to kill the entire Jewish race or to see that they are so offended at 
Jesus that they will never receive Him as their King. 
 
사탄은 예수님의 예언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한다. 예수님의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말쟁이로 가둘 수 없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은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의 초청이 없이는“품격과 진리”를 가진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는 없으시다. 사탄의 전략은 모든 유대인 민족을 학살하던지, 아니면 그들
을 예수님에게 완전히 실족하게 만들어 예수님을 결코 왕으로 받아들일 수 없게 하는 것이다.

3. 마지막 때의 부정적 경향과 사람들,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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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an will seek to destroy Israel, but God will supernaturally protect her from total annihilation 3. 
(Rev. 12:13-17; Zech. 13:8-9). The death of 2/3 of the Jewish race with 1/3 being saved shows 
that all Israel will either be killed or will worship the Messiah. The 2/3 and the 1/3 are factions of 
the same group of people, therefore they occur in the same generation. Since there has never been 
a time when 1/3 of the Jews in Israel testified that they received Jesus as their Messiah, we know 
that both the 2/3 to die and the 1/3 to be saved are yet future. Nearly 2/3 of Europe’s 9 million 
Jews and 1/3 of the world’s 16 million Jews were killed in the Holocaust. 
 
8It shall come to pass in all the land…that two-thirds in it shall be cut off and die, but one- 
third shall be left in it: 9I will bring the one-third through the fire, will refine them as silver 
is refined…they will call on My name, and I will answer them. I will say, ‘This is My people’; 
And each one will say, ‘The LORD is my God.’” (Zech. 13:8-9) 
 
사탄은 이스라엘을 없애려 하지만,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민족학살의 대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이

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이다(계 12:13-17; 슥 13:8-9). 유대인의 2/3는 죽게 될 것이며, 나머지 1/3

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전체가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메시아 예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2/3와 1/3은 같은 세대에 산 사람들임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유대인 

민족의 1/3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민족의 2/3이가 죽고 1/3이 

구원을 받는 일은 미래의 사건임을 보여준다. 유럽에 있는 9백만 유대인들의 거의 2/3가, 그리고 

전세계 천 600만 유대인의 1/3이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때 학살을 당했다. 
 
8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삼분의 이는 멸망하고 삼분의 일은 거기 남으리니 9내가 그 삼분의 일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 같이 연단하며 금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슥 13:8-9) 

Half of Jerusalem will be taken into captivity.4.  About 600,000 Jews currently live in Jerusalem, 
thus as many as 300,000 Jewish people may be deported in this coming crisis. The city shall  
temporarily be taken which ends up creating the context in which Jesus delivers Israel.  
 
2I will gather all the nations to battle against Jerusalem; the city shall be taken…half of the 
city shall go into captivity… (Zech. 14:2)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절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될 것이다. 현재, 예루살렘에는 60만명

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니, 약 30만명의 유대인들이 앞으로 다가오는 국가적 위기속에 포로로 잡

혀가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상황을 연출

하기 위해 잠시 함락되게 될 것이다. 
 
2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슥 14:2) 

The Church will stand with Israel and endure this persecution with her (Rev. 12:17; Dan. 7:21, 5. 
25; 8:24; 11:33-35; 12:7; Rev. 6:9-11).  
 
주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을 지지하면서 함께 핍박을 받으며 견디게 될 것이다(계 12:17; 단 7:21, 
25; 8:24; 11:33-35; 12:7; 계 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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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training force being taken out of the wayN.  refers to the combination of forces which are currently 
holding back the Antichrist from being revealed. Paul prophesied that someone and something that now 
restrain the Antichrist will be removed (2 Thes. 2:6-8).  
 
6Now you know what is restraining, that he [Antichrist] may be revealed in his own time… 7Only  
He who now restrains will do so until He is taken out of the way. (2 Thes. 2:6-7) 
  
‘막는 자가 옮겨진다’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것을 막고 있는 여러가지 힘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
은 적그리스도가 제거되는 것을 막는 자와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예언했다(살후 2:6-8) 
 
6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적그리스도]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살후 2:6-7) 

What is holding back the Antichrist? Paul described the restrainer of the Antichrist as a “what” (neuter O. 
gender in 2:6) and as a “He” (masculine gender in 2:7). In other words, the restraining force is a “what” 
and a “He” working together. Paul also taught that all governing authorities that exist are appointed by 
God to restrain and punish evil (Rom. 13:1-4). 
 
1For there is no authority except from God, and the authorities that exist are appointed by God. 
2Therefore whoever resists the authority resists the ordinance of God…3For rulers are not a 
terror[resistance] to good works, but to evil…4For he is God’s minister to you…an avenger to execute 
wrath on [to resist] him  who practices evil. (Rom. 13:1-4)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막는 자를“것”(2:6에 중성형)으
로,“자”(2:7에 남성형)로 표현했다. 다시말해, 막는 힘은“것”과“자”의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 사도 바울
은 현존하는 모든 정부 권력자들이 하나님에 의해 임명을 받아 악을 막고 벌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점을 
가르쳤다(롬 13:1-4).  
 
1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
하신 바라 2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3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
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4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
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롬 13:1-4)  

I believe the restraining force is a combination of a “what” which I believe to be the power of the state (neu-P. 
ter; civil authority/political realities/ national governments) that will not allow the Antichrist’s government to 
emerge and a “He” which I believe to be God and His sovereign decree to bring the 10-nation confederation 
into unity with the Antichrist when the time is ready (Rev. 17:17; Dan. 7:9-12, 19-27).  
 
나는 이 막는 힘이‘것’으로서는 적그리스도 정부의 출현을 막는 정권(중성형; 정부/정치/일반 정부)을, 
‘자’로서는 때가 차면 적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되는 십개국 연합을 등장시키는 하나님과 그분의 
주권적 명령이라고 믿고 있다(계 17:17; 단 7:9-12,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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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practical reason that the historical attempts of evil men like Hitler and Alexander the Great failed Q. 
to achieve world domination is because the restraint of national governments was in place. The timing 
of key end-time events are under God’s sovereignty. 
 
역사적으로 히틀러나 알렉산더 대왕 같이 악한 사람들이 전세계 장악에 실패한 실제적인 이유는 그것을 
막는 국가 정부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종말에 일어날 중요한 사건들의 시기는 하나님의 주
권아래 있다.   

The common teaching in the early centuries, was to see the restrainer as the Roman Empire (which is R. 
neuter) with the emperor (being masculine). They spoke of the system of law in the Roman Empire, 
which might be spoken of in the abstract (neuter) or personified in the emperor (masculine).  
 
초대교회 시절의 가장 일반적인 가르침은 그 막는 자를 황제(남성형)로, 막는 것을 로마제국(중성형)으로 
보는 것이었다. 그들은 로마제국의 제도를 말하면서 그것을 추상적인 것(중성형)으로, 또는 황제(남성형)
로 구현시켰을 수도 있다.  

Some claim that the Holy Spirit is the restrainer that is removed when the Church is raptured. S. 
The Holy Spirit cannot be described as a “what.” The restrainer is not the Holy Spirit and the 
Church as many Pre-tribulationalists teach. There are four main problems with this theory.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휴거될 때 함께 없어지시는 성령이‘막는 것’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성령
은 막는‘것’으로 표현될 수가 없다. 막는 것은 환난전 휴거를 가르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과 
교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은 네가지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First, Paul refers to the restrainer as both neuter (v. 6) and masculine (v. 7). The word for the 1. 
Church in the Greek is feminine (ekklesia), thus, it is neither neuter or masculine.  
 
먼저, 사도 바울은 막는 것을 중성형(6절)과 남성형(7절)으로 표현했다. 헬라어의 교회라는 단어는 
여성형인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중성형도 남성형도 아니다.  

Second, if the Holy Spirit is removed from the earth before the Great Tribulation, then the 2. 
multitude of new converts coming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could not be saved (Rev. 7:9). It 
requires the Holy Spirit to draw sinners to God and be convicted of sin, enlightened, and born 
again (Jn. 3:5-6 6:44; 16:8).  
 
둘째, 성령이 대환난전에 이 땅에서 없어진다면, 대환난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은 구원받을 수 없
게 된다(계 7:9).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분은 성령이시며, 죄를 깨우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시
며, 빛으로 인도하사 거듭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요 3:5-6; 6:44; 16:8). 

Third, Joel prophesied that God would pour out His Spirit on all mankind just before the Day of 3. 
the Lord (Joel 2:28-32). The Spirit must be present for this.  
 
세째,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이 주의 날이 이르기 바로 전에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부으실 거라 예언
했다(욜 2:28-32). 그렇다면, 성령은 대환난 동안에도 이 땅에 계속 존재하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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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rth, the Spirit is never pictured as fighting or restraining demonic forces in Scripture. This is 4. 
always done by the praying Church and angels (Dan. 10:12-21; Rev. 12:7; Eph. 6:10-12) and 
governmental forces (Rom. 13:1-7).  
 
네째, 성령은 성경에서 마귀의 세력과 싸우거나 그 세력을 막는 자로 그려진 적이 한번도 없다. 이
런 것은 기도하는 교회와 천사들(단 10:12-21; 계 12:7; 엡 6:10-12), 그리고 통치체제(롬 13:1-7)
에 의해 늘 이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