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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Positive Trends, People and Events in the End Times
마지막 때의 긍정적 경향과 사람들, 사건들 

DAY OF THE LORD: THE 2 EXTREMES RELATED TO JESUS’ RETURN   I. 
     주님의 날: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관련된 두가지 양극 
 
   11For the day of the LORD is great and very terrible; who can endure it? (Joel 2:11) 
 
   5I will send you Elijah…before…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Mal. 4:5) 
 
   11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욜 2:11) 
 
   5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5)

The Day of the Lord refers to the unusual events (positive and negative) that will escalate dramatically A. 
in the 3½ years just before Jesus returns. It is one of the prominent themes in the Scripture that is 
mentioned nearly 100 times (Isa. 2:10-22; 4:1-6; 11:1-15; 13:6-9; Ezek. 13:5; Joel 1-3; Amos 5:18-20; 
Zeph. l:7, 12, 14-18, 20; Zech. 14:1-4; Mal. 4:5; 1 Thes. 5:2-3; 2 Thes. 2:2-3; 2 Pet. 3:10; Rev. 6:17).  
 
주님의 날이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기 직전 3년 반 동안 극적으로 증가될 독특한 사건들(긍정적, 부정적)
을 뜻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100번 가량 언급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사 2:10-22; 4:1-6; 11:1-15; 
13:6-9; 겔 13:5; 욜 1-3; 암 5:18-20; 습 l:7, 12, 14-18, 20; 슥 14:1-4; 말 4:5; 살전 5:2-3; 살후 2:2-
3; 벧후 3:10; 계 6:17).

It is “His Day” because it is a unique time frame in which Jesus acts in the earthly arena in great power B. 
for His people and against His enemies. He openly shows Himself as the warrior King who aggressively 
confronts sin and vindicates His people. 
 
이것은“주님의 날”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 또한 주님의 원수들을 
향해 큰 능력을 행하시는 유일한 때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죄에 공격적으로 맞서며 그분
의 백성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죄에 공격적으로 맞서며 주님의 백성을 옹호하시는 전쟁에 
능하신 왕으로 나타내신다.

             
The 2-fold nature of the Day of the Lord is seen in the great blessing it releases for those who call on C. 
Jesus and it is terrible in judgment for those who refuse Him.  
 
주님의 날의 두가지 본질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큰 축복과 그분을 거절하는 자
들에 대한 두려운 심판 가운데 드러난다. 

It will be a great Day1.   to those who call on Jesus’ name because they will experience the greatest 
outpouring of the Spirit in history leading to Jesus’ Coming (Joel 2:28-32).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위대한 날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

심으로 이어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령의 부어지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욜 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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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ill be a very terrible Day2.  to the rebellious who will experience the most severe outpouring 
of God’s judgments ever seen (Rev. 6-20). Jesus’ judgments will shake all that can be shaken on 
earth (Hag. 2:6-8; Heb. 12:26). 
 
이것은 반역하는 자들에게는 이제까지 보아왔던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심판의 쏟아짐을 경험하

는 매우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계 6-20장). 예수님의 심판은 이 땅에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흔드실 것이다(학 2:6-8; 히 12:26). 

THE GREAT DAY OF THE LORD: 10 POSITIVE TRENDS II. 
 주님의 위대한 날: 10가지 긍정적인 경향들 

The greatest outpouring of the Spirit in history will be released just before the second coming of Jesus. In A. 
this great revival, the Holy Spirit will release the miracles that were seen in the book of Acts and the book 
of Exodus combined and multiplied on a global scale and will result in the following ten positive trends.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령님의 부어지심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베풀어질 것이다.  이 위대한 부흥 가운

데 성령님께서는 세계적인 규모로 사도행전과 출애굽에 보여졌던 기적들을 합해서 곱한 것보다 더 큰  기

적들을 세계적으로 행하실 것이며, 이것은 10가지 긍정적인 경향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First, a victorious, anointed Church that is full of  B. God’s glory will emerge (Eph. 4:13; 5:26-27; Mt. 
16:18; Jn. 17:21-26; Rev. 7:9; 12:11; 15:2; 19:7-8). The Church will live in purity or without spot 
(compromise) as they walk out Sermon on the Mount lifestyles (Mt. 5-7). 
 
27That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 or any such 
thing, but that she should be holy and without blemish [compromise]. (Eph. 5:27) 
 
2I saw something lik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ose who have the victory over the Beast 
[Antichrist]…standing on the sea of glass, having harps of God. (Rev. 15:2)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며 승리한, 연합되고 기름부어진 교회의 출현(엡 4:13; 5:26-27; 마 

16:18; 요 17:21-26; 계 7:9; 12:11; 15:2; 19:7-8).  교회가 산상수훈의 삶을 삶에 따라 순결하고 흠(타협)

이 없이 서게될 것이다(마 5-7장).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타협이) 없게 하려 하심이
니라 (엡 5:27) 
 
2내가 보니 불이 섞인 우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적그리스도)과 …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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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 the end-time Church will be C. unified and will receive the commanded blessing.  
 
21That they all may be one, as You, Father, are in Me, and I in You; that they also may be one in Us, 
that the world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Jn. 17:21)  
 
1Behold, how good and how pleasant it is for brethren to dwell together in unity!...3For there the 
LORD commanded the blessing-- Life forevermore. (Ps. 133:1-3)  

둘째로, 마지막 때의 교회는 연합되어 하나님께서 명하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21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
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요 17:21) 
 
1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 3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시 133:1-3)  

Third, is the D. great ingathering of souls from all the nations with over 1 billion new souls (Rom. 11:12-
15, 26; Mt. 24:14; Rev. 5:9; 7:9; 14:6; 15:4; Ps. 66:4; Zeph. 2:11; 3:8-10; Amos 9:11-12) 
 
9A multitude...no one could number of all nations...out of the Tribulation... (Rev. 7:9, 14)  
 
14This gospel of the kingdom will be preached in all the world as a witness to all the nations, and 
then the end will come. (Mt. 24:14) 
 

셋째는,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10억을 넘는 영혼의 대추수이다.(롬 11:12-15, 26; 마 24:14; 계 5:9; 7:9; 

14:6; 15:4; 시 66:4; 습 2:11; 3:8-10; 암 9:11-12) 
 
9…각 나라… 에서 …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 14큰 환난에서 나오는 … (계 7:9, 14) 
 
14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 24:14)  

Fourth, the E. salvation of Israel will occur as the Church provokes Israel to jealousy by standing with her 
in affliction and operating in God’s power (Rom. 11:12-15, 25-26). The Church will mature by obeying 
Jesus’ leadership in standing with Israel (Mt. 25:31-46). 
 
26And so all Israel will be saved, as it is written: “The Deliverer will come out of Zion, and He will 
turn away ungodliness from Jacob…” (Rom. 11:26) 
 
넷째로, 교회가 이스라엘의 고난에 함께 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함으로 이스라엘을 시기게 함에 따라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롬 11:12-15, 25-26). 교회는 예수님의 리더십에 순종함으로 이스라

엘 편에 함께 서는 가운데 성숙할 것이다(마 25:31-46).  
 
26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롬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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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th, the F. spirit of prophecy will operate in the Church and rest on every believer (Jer. 23:20; 
30:24; Dan. 9:22; 11:33-35; 12:3, 9-10; Joel 2:28-29; Mal. 4:5; Mt. 17:11; Acts 2:17-18; Rev. 
11:3-6) to overcome deception in the end times (Mt. 24:4-5, 11, 24). 
 
17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s, says God, that I will pour out of My Spirit on all flesh;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18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and they shall 
prophesy. 19I will show wonders in heaven above and signs in the earth beneath…20The sun shall be 
turned into darkness, and the moon in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awesome day of 
the LORD. (Acts 2:17-20) 

다섯째로, 교회 안에 마지막 때의 미혹을 이길 수 있도록(마 24:4-5, 11, 24) 예언의 영이 임하며 믿는 

자들 위에 머물게 될 것이다(렘 23:20; 30:24; 단 9:22; 11:33-35; 12:3, 9-10; 욜 2:28-29; 말 4:5; 마 

17:11; 행 2:17-18; 계 11:3-6) 
 
17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 18그 때에 
내가 내 영으로 …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19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
리니 … 20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행 2:17-20) 

The Lord will send Elijah to the earth to prophesy before the second coming of Jesus. 1. 
 
5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day of the LORD. (Mal. 4:5)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예언하도록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다. 
 
5보라 여호와의 … 날 …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 4:5) 

The two witnesses will prophesy with great power for 3½ years during the Tribulation. 2. 
 
3I will give power to my Two Witnesses, and they will prophesy 1,260 days…6These have 
power to shut heaven, so that no rain falls in the days of their prophecy; and they have power 
over waters to turn them to blood, and to strike the earth with all plagues, as often as they 
desire. (Rev. 11:3-6) 
 
두 증인은 3년 반의 환난 동안 큰 능력을 가지고 예언할 것이다. 
 
3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6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
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
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계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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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th, the G. bridal paradigm of the Kingdom will be established worldwide in the Church. For the first 
time in history, the Spirit will universally emphasize our spiritual identity as Jesus’ Bride. This new 
perspective will lead to the saints having courageous love for Jesus. 
 
17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Rev. 22:17) 
 
여섯째로, 천국의 신부 패러다임이 전 세계의 교회 가운데 세워질 것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온 세계적으로 강조하실 것이다. 이 새로운 관점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향해 흔들림 없는 사랑을 갖도록 이끌 것이다. 
 
17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계 22:17) 

The bridal paradigm refers to the “bridal perspective or view” of the kingdom of God. We see the 1. 
kingdom through the eyes of a wholehearted Bride with loyal devoted love.  
 
신부 패러다임은 하나님 나라의“신부적 관점, 혹은 시각”을 말한다. 우리는 신실하고 헌신된 사

랑을 가지고 전심을 드리는 신부로써의 눈을 통해 천국을 바라본다. 

The essence of the bridal message is the revelation of Jesus’ emotions (desire, affections) and 2. 
commitments to us as a Bridegroom God. We will experience the deep things of His heart 
(emotions, affections). As sons of God, we are in the position to experience God’s Throne 
as heirs of His power (Rev. 3:21; Rom. 8:17). As the Bride, we are in position to experience 
God’s heart. If we do not feel loved and in love, then we more easily compromise, lack courage, 
and become spiritually bored. 
 
신부의 메세지의 본질은 신랑되신 하나님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감정(갈망, 애정)과 헌신

에 대한 계시이다. 우리는 그분의 마음(감정, 애정)의 깊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계 3:21; 

롬 8:17). 신부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만약 우리가 사랑받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쉽게 타협하게 되고 용기를 잃으며 영적으로 지루하게 

될 것이다. 

We must refuse all sensual overtones to the Bride of Christ message. Jesus is not our lover or 3. 
boyfriend! Neither the spiritual interpretation of the Song of Solomon nor references to the 
“romance of the gospel” have anything to do with sensuality, but with the adventuresome love 
that is filled with a spirit of abandonment that sacrificially loves and obeys Jesus. An example of 
this is seen when Paul and Silas sang songs of love to Jesus after being beaten and thrown into 
prison (Acts 16:22-26).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메세지에 있는 모든 관능적인 함축을 거절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인이나 남자친구가 아니시다! 아가서의 영적인 해석이나“복음의 로맨스”에 

대한 언급은 둘다 관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다만 이것은 예수님을 희생적으로 사랑하며 순

종하는 권리 포기의 영으로 가득한 모험적인 사랑에 대한 것이다. 그 예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힌 후 예수님께 사랑의 노래를 불러드린 것이다(행 16:22-26).  

2. Positive Trends, People, and Events in the End Times 



64

국제 기도의 집  한국인 사역  |  www.IHOPkorean.org

mikebickle.org 를 방문하시면,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Seventh, is the emergence of the prayer movement with a bridal identity (Rev. 5:8; 6:9-11; 8:3-5). H. 
The worship and prayer movement will be mature and will operate in great authority (Lk. 18:7-8; Mt. 
21:13; Isa. 62:6-7; 25:9; 27:2-5, 13; 30:18-19; 42:10-13; Joel 2:12-17). The “bowls of prayer” will be 
full in heaven before Jesus releases the seven seals of judgment on the earth.  
 
8When He [Jesus] had taken the scroll, the four living creatures and the twenty-four elders fell down 
before the Lamb, each having a harp, and golden bowls full of incense,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Rev. 5:8) 
 
일곱째로,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기도운동의 출현(계 5:8; 6:9-11; 8:3-5). 경배와 기도의 운동은 성숙

해 질 것이며 큰 권위를 행하게 될 것이다(눅 18:7-8; 마 21:13; 사 62:6-7; 25:9; 27:2-5, 13; 30:18-19; 

42:10-13; 욜 2:12-17).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일곱 인의 심판을 베푸시기 전에 하늘의 “기도의 대접”은 

가득차게 될 것이다. 

8(예수님께서)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 5:8) 

Eighth, there will be I. supernatural provision of food and water, etc. God will manifest His provision like 
He did in the Exodus. God provided all the needs of His people as they journeyed through the wilderness. 
He caused food to fall from the sky and He brought water from a rock.  
 
15As in the days when you came out of...Egypt, I will show them wonders. (Mic. 7:15)  
 
여덟째로, 음식과 물 등의 초자연적인 공급이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행하셨던 것과 

같은 그분의 공급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들의 모든 필요

를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음식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 
 
15… 네가 애굽 … 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미 7:15) 

Ninth, there will be J. supernatural direction by prophetic revelation (Jer. 31:9) as the Lord directs His 
people to safety, to provision (food, water), to reconnect in relationships (in times of chaos), and to be at 
the right place to escape earthquakes, bombs, or the ambush of the enemy. 
 
9They shall come with weeping, and with supplications I will lead them. I will cause them to walk by 
the rivers of waters, in a straight way in which they shall not stumble… (Jer. 31:9)  
 
아홉째로, 예언적인 계시에 의한 초자연적인 방향지시가 있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을 안전함과 공

급하심 (음식, 물), 헤어진 관계의 재 연결 (혼돈의 시기에), 그리고 지진이나 폭탄, 적의 복병을 벗어나도

록 올바른 곳으로  지도하실 것이다. 
 
9(그들이)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 (렘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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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th, there will be K. supernatural protection (pockets of mercy). The “Goshen principle” (Ex. 8:22-23; 
9:4-6, 26; 10:23; 11:7) was seen in the time of the plagues of Egypt. God did not allow His judgments 
to touch Goshen, where His people lived as slaves. Israel’s livestock did not die (Ex. 9:4-6), they had no 
hail (Ex. 9:26), no swarms of flies (Ex. 8:22), and had light (Ex. 10:23).  
 
22I will set apart the land of Goshen, in which My people dwell, that no swarms of flies shall be 
there...23I will make a difference between My people and your people. (Ex. 8:22-23) 
 
7I also withheld rain from you...I made it rain on one city, I withheld rain from another city. One 
part was rained upon, and where it did not rain the part withered. 8So two or three cities wandered 
to another city to drink water... (Amos 4:7-8) 
 
열째로,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자비의 땅, pockets of mercy)이 있을 것이다. 애굽에서 재앙이 있을 때에  

“고센의 원리”(출 8:22-23; 9:4-6, 26; 10:23; 11:7)가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심판이 그분의 백

성이 종으로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 임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의 생축들은 죽지 않았고(출 

9:4-6), 거기엔 우박이나(출 9:26), 파리떼(출 8:22)가 있지 않았고 빛이 있었다(출 10:23).  
 
22…내가 내 백성의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 곳에는 파리 떼가 없게 하리니 … 23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 (출 8:22-23)  
 
7또 …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8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 (암 4:7-8) 

There will be 1. pockets of mercy which refer to areas where God’s people are protected from God’s 
judgments (Rev. 7:2-3; 9:4; Ezek. 9:4-6). 
 
3Seek the LORD, all you meek of the earth…it may be that you will be hidden [protected] in 
the day of the LORD’s anger [judgments] (Zeph. 2:3).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되는 지역인 자비의 땅이 있을 것이다(계 7:2-3; 

9:4; 겔 9:4-6). 
 
3…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심판)의 날에 숨김(보호)을 
얻으리라 (습 2:3) 

God’s judgments can be minimized or averted in various regions by prayer and obedience. The 2. 
disaster zone can become a place of blessing (revival center).  
 
12Turn to Me with all your heart, with fasting…13so rend your heart…return to the LORD, 
for He is gracious… and He relents from doing harm. 14Who knows if He will turn and  
relent, and leave a blessing behind Him? (Joel 2:12-14) 
 
하나님의 심판은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서 많은 지역에서 축소되거나 비켜가게 될 수 있다. 재해 

지구가 축복의 땅으로 화할 수 있다(부흥의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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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너희는 … 금식하고 …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너희는 … 마음을 찢고 …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 … 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14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
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 … 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욜 2:12-14) 

God will save those who live near Him and call on His name. 3. 
 
5You shall not be afraid of the terror by night…6nor of the pestilence that walks in darkness, 
nor of the destruction…at noonday. 7A thousand may fall at your side, and ten thousand at 
your right hand; but it shall not come near you. (Ps. 91:5-7)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5너는 밤에 놀램과 … 6흑암 중에 행하는 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7천인이 네 곁
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시 91:5-7). 

  III. THE PRIMARY POSITIVE PEOPLE AND EVENTS IN THE END TIMES 
   마지막 때 주요한 긍정적 사람들과 사건들 

Jesus’ second coming to earth to establish His 1,000-year millennial kingdomA.  is the ultimate prophetic 
theme in the end times (Rev. 19:11-21; Zech. 14; 1 Thes. 4-5; Mt. 24; Lk. 21; Mk. 13).  
 
예수님께서 그분의 천년 왕국을 세우기 위해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것은 마지막 때의 궁극적인 예언의 주

제이다(계 19:11-21; 슥 14; 살전 4-5; 마 24; 눅 21; 막 13). 

Jesus will physically appear in the sky to all the people of the earth when He returns to 1. 
permanently live on the earth. He will sit on a throne as King and rule over all other kings 
(Rev. 19:15-16). He will establish His kingdom on earth for 1,000 years. This is referred 
to as the millennial kingdom (millennium is Latin “mille” for a thousand).  
 
6They shall be priests of God….and shall reign with Him a 1,000 years. (Rev. 20:6)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영원히 거하시기 위해서 돌아오실 때 공중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자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다른 모든 왕들 위에 왕과 통치자로서 보좌에 앉으실 것

이다(계 19:15-16).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천년 동안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것은 천년왕

국(Millennium Kingdom)을 말한다(millennium의“mille”은 천을 의미하는 라틴어이다). 
 
6그들이 하나님 … 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 (계 20:6) 

Jesus will reign on earth and fully manifest His kingdom for a literal 1,000-year period. He will 2. 
rule the earth from Jerusalem in righteousness and peace allowing resurrected saints with glorified 
bodies to rule with Him in the government.  
 
예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 천년의 기간 동안 그분의 나라를 충만히 드러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그분의 정부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것을 허락하시며 의와 평화로써 예루살렘에서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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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this time, the kingdom of God will be set up on earth by establishing a biblically based, social 3. 
order that will affect every sphere of life (political, economic, spiritual, educational, agricultural, 
family, media, arts, technology, athletics, environment, social institutions, etc. (Isa. 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Ps. 2; 110; Mt. 6:10; 17:11; 19:28; 28:19; Acts 3:21).  
 
10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Mt. 6:10) 
 
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삶의 모든 영역(정치, 경제, 영적, 교육, 농업, 가정, 대중매체, 예술, 기술, 운
동경기, 환경, 사회 기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경을 기초로 한 사회 체제로서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이
다(사 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시 2; 110; 마 6:10; 17:11; 19:28; 28:19; 행 3:21). 
 
10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 6:10) 

The rapture of the ChurchB.  occurs as Jesus “catches up” all believers in the sky. The rapture will not be 
a secret event, but a dramatic one witnessed by all believers and unbelievers and will occur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1 Thes. 4:13-5:11; Rev. 11:15-18). The Church will go through the Tribulation in 
victory and great power. The timing of the rapture as being before the Tribulation is an error. I honor 
the godliness and wisdom of many who hold the pre-tribulation rapture view, but see it as a serious 
mistake that will leave many unprepared for the great pressure that is surely coming. 
 
교회의 휴거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을 하늘에서“취하심”으로 일어난다. 휴거는 비밀한 사건이 아
니라 환난의 끝에 모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목격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극적인 일이 될 것이다(살전 
4:13-5:11; 계 11:15-18). 교회는 승리와 큰 능력가운데 환난을 통과할 것이다. 휴거의 시기가 환난 전이
라는 것은 오류이다. 나는 환난 전 휴거의 시각을 가진 많은 경건하고 지혜로운 분들을 존중하지만 그것
은 반드시 다가오게 될 큰 압력에 대해 많은 자들을 대비하지 않게 하는 심각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The two witnessesC.  (Rev. 11:3-6) are two prophets who will prophesy and release God’s judgments (like 
Moses) and will preach with great power for 3½ years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They do great 
miracles like Moses and Elijah did (Mal. 4:5). 
 
두 증인들(계 11:3-6)은 하나님의 심판을 풀어며(모세와 같이) 3년 반의 대환난 동안 큰 능력을 가지고 설
교할 두 선지자들이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것과 같은 큰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말 4:5). 

144,000 sealed Jewish believersD.  (Rev. 7:4-8; 14:1-5) are prophetic singers who will preach the gospel 
in power during the last 3½ years. The number 144,000 is the total of 12,000 people from each of the 
12 tribes of Israel. They will be supernaturally sealed or protected by the power of God in the midst of 
God’s judgments so that they cannot be harmed. Other believers (Gentiles) will also be supernaturally 
protected by God from harm (Rev. 9:4; Ezek. 9:6). They will have a unique relationship with Jesus on 
Mount Zion (Rev. 14:1) or earthly Jerusalem (2 Sam. 5:6-9; Ps. 2:6; 132:13-18). They are identified as 
male virgins who fully obey the Lord.  
 
십사만 사천의 믿는 유대인들(계 7:4-8; 14:1-5)은 후 삼년 반 동안 능력 가운데 복음을 전할 예언적인 찬양하
는 자들이다. 십사만 사천은 이스라엘의 각 열두 지파 가운데에서 만 이천명의 사람들을 합한 수이다.  그
들은 하나님의 심판 한 가운데에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인을 받거나 보호됨으로 해를 받
을 수 없다. 다른 믿는 자들(이방인들) 역시 하나님에 의해 모든 해로부터 초자연적으로 보호될 것이다(계 
9:4; 겔 9:6). 그들은 시온산 위(14:1), 혹은 이 땅의 예루살렘(삼후 5:6-9; 시 2:6; 132:13-18)의 예수님과 

독특한 관계를 갖게 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동정남(male virgins)으로 인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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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building the Jerusalem templeE.  is significant in prophetic Scriptures. There are two distinct Jerusalem 
temples in Scripture—the Tribulation temple which will be built by unbelieving Jews and then desecrated 
by the Antichrist (Dan. 9:27; 11:36-45), and the millennial temple (Isa. 2:2-4, 23; Jer. 33:18; 60:7, 13; 
Ezek. 37:26-28; 40-48; Hag. 2:9; Zech. 6:12-13; 14:20; Mal. 3:1-3).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축은 예언서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성경에는 두가지 별개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

다. 믿지 않는 유대인에 의해 세워졌다가 적그리스도에 의해 훼손 될 환난 때의 성전(단 9:27; 11:36-45)

과 천년 왕국 성전이다(사 2:2-4, 23; 렘 33:18; 60:7, 13; 겔 37:26-28; 40-48; 학 2:9; 슥 6:12-13; 

14:20; 말 3:1-3). 

Jesus referred to the activity in the temple as a key event to signal the end times (Mt. 24:15). 1. 
John prophesied of its outer court being under Gentile forces (Arabs), while being the context 
for the ministry of the two witnesses (Rev. 11:1-2). Paul prophesied about the desecration of the 
tribulation temple by the Antichrist (2 Thes. 2:4).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의 활동을 마지막 때에 신호가 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다(마 

24:15).  요한은 두 선지자가 사역하는 같은 시기에 전 밖 마당이 이방인의 영향력(아랍인) 아래 

속하게 되는 것을 예언했다(계 11:1-2). 바울은 적그리스도에 의해 환난 때의 성전이 훼손되는 것

을 예언했다(살후 2:4).  

The millennial temple will be built by Jesus and is different form the Tribulation temple (Ezek. 2. 
43:1-7; 10:4, 18-19; 11:22-23). We distinguish between the Tribulation temple and the millennial 
temple by the architectural dimensions and the ritual descriptions.  
 
천년 왕국 성전은 예수님에 의해 지어질 것이며 환난 때의 성전과는 다른 형태를 가질 것이다(겔 

43:1-7; 10:4, 18-19; 11:22-23). 우리는 환난 때의 성전과 천년 왕국의 성전을 건축적 차원과 의

식 절차의 표현을 통해 구별한다. 

The end-time rebuilt Jerusalem temple is referred to in Scripture twice as the temple of God.  F. 
 
3The man of sin [Antichrist]...4who opposes and exalts himself above all that is called God…he sits as 
God in the temple of God, showing himself that he is God. (2 Thes. 2:3-4) 
 
1The angel…saying, “Rise and measure the temple of God, the altar, and those who worship there. 
2But leave out the court which is outside the temple, and do not measure it, for it has been given to 
the Gentiles. They will tread the holy city underfoot for 42  months. (Rev. 11:1-2) 
 
마지막 때의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은 성경에서 두번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된다. 
 
3… 저 불법의 사람 (적 그리스도) … 4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 …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
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살후 2:3-4) 
 
1(그 천사가) …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척량하되 2성전 밖 마당은 척량
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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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G.  and the rewards for each believer occur in context to the second 
coming and the rapture (Rev. 19:7-10).  
 
어린양의 혼인잔치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각각 상급을 주는 것은 재림과 휴거의 정황 가운데서 있게 된
다 (계 19:7-10).  

The H. New Jerusalem will descend to the earth on two occasions (at the time of the second coming and 
then after the millennial kingdom). Jesus, as a man will use the keys of the kingdom to call forth the 
New Jerusalem to descend to the earth. Our residence in our resurrected bodies will be in the New 
Jerusalem, but our governmental role takes place on the earth. 
 
10He [angel]…showed me the holy Jerusalem, descending out of heaven… (Rev. 21:10) 
 
새 예루살렘은 두번에 걸쳐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천년 왕국 후에 이 땅에 내려올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사
람으로서 천국의 열쇠들을 사용하셔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도록 하실 것이다.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게될 것이나 우리의 다스리는 역할은 이 지구 상에서 있게 될 것이다. 
 
10(그 천사가) …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니 (계 21:10) 

God’s judgment on the great harlot BabylonI.  (Rev. 17-18) or God’s wrath will come on the city of Babylon, 
which will be a worldwide demonic, economic, and religious network based in the city of Babylon that will 
seduce many to do evil while persecuting the saints. The city of Babylon, which will be located on  
the Euphrates River in Iraq (50 miles south of Baghdad), will be restored (Isa. 13-14; Jer. 50-51). 
God will judge it in two stages (the angel proclaimed its fall 2 times in Rev. 14:8).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계 17-18) 혹은 하나님의 진노는 바벨론 도시에 부어질 것이다. 그것은 
바벨론 도시를 기지로 한 전 세계적 악의 경제와 종교망으로, 성도를 핍박하는 동시에 많은 이들로 악한 
일을 하도록 유혹한다.  유브라데 강 (바그다드에서 50마일 남쪽)에 위치하게 될 바벨론 도시는 회복될 
것이다.(사 13-14; 렘 50-51).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를 두번에 걸쳐 심판하실 것이다(계 14:8에서 천사가 
이것의 무너짐을 두번 선포함). 

The first phase of the fall of Babylon (Rev. 17) relates to the worldwide religious system of toleration 1. 
and syncretism. This will fall in the middle of the 7-year period at the hands of the ten kings 
(Rev. 17:16). The 10 kings burn the harlot religious system and replace it with the Antichrist’s 
worship movement that will allow no toleration or deviation.  
 
바벨론의 타락에 대한 첫번째 단계(계 17)는 관용주의와 혼합주의의 세계적인 종교 체계과 관련
된다.  이것은 7년의 한 가운데에 열 왕(계 17:16)의 힘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열왕은 음녀의 종교 
체계를 불태워 버리고 대신에 관용주의나 혼합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적그리스도의 경배 운동으로 
대체할 것이다. 

Babylon will be established as one of the Antichrist’s headquarters. The second phase of judgment 2. 
(Rev. 18) will be the collapse of the Antichrist’s worldwide economic system at the end of the 
7-year period (Rev. 18:8).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본부 중 하나로써 세워질 것이다. 심판의 두번째 단계(계 18)는 7년의 마지

막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세계적 경제 체계의 붕괴일 것이다.

2. Positive Trends, People, and Events in the End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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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rea of ancient Babylonia encompassed about 8,000 sq. miles from the Tigris river to 3. 
the Euphrates river. This is where the garden of Eden may have been located (Gen. 2:14).  
 
고대 바벨론 지역은 티그리스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약 8천 제곱 마일에 이른다. 이것은 에덴의 동산
이 위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창 2:14). 

After Noah’s flood, in a place called Shinar, the nation of ancient Babel was established (Gen. 10:10). 4. 
Nimrod was the first king of Babylon. It is the area associated with modern day Iraq. Abraham grew 
up in this area which was called Ur of the Chaldeans (Gen. 11:28). Spiritually, Babylon represents 
hatred and rebellion against God (Isa. 14:1-23).  
 
노아의 홍수 이후, 시날이라는 땅에서 고대 바벨론 국가가 세워졌다(창 10:10). 니므롯은 바벨론의 
첫번째 왕이었다. 이 곳은 현재의 이라크 지역과 관련된 지역이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 불리
웠던 이 지역에서 자라났다(창 11:28). 영적으로 바벨론은 하나님을 향한 증오와 반역을 나타낸다
(사 14:1-23). 

Jesus’ victory at the battle of Jerusalem to end the Armageddon campaignJ.  is a military conflict (which 
continues for 3½ years) that ends with the destruction of the Antichrist, the False Prophet, and their 
armies (Rev. 16:16; 19:11-21; 2 Thes. 2:8; Dan. 7:11-14, 22, 26-27; Joel 3:2-15; Zech. 14:1-5; Zeph. 
3:8). The Armageddon campaign continues for 3½ years and concludes at the very end of the Great 
Tribulation. Blood will be spilled for over 200 miles throughout Israel (Rev. 14:20). 
 
아마겟돈의 활동을 끝내기 위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전쟁의 승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 군대들의 말
살(계 16:16; 19:11-21; 살후 2:8; 단 7:11-14, 22, 26-27; 욜 3:2-15; 슥 14:1-5; 습 3:8)로 끝나게 되는 
군사적 충돌(3년 반 동안 지속된)이다. 아마겟돈은 3년 반 동안 지속되며 대환난의 가장 마지막에 끝이 
난다. 그 피가 이스라엘 전체에 걸쳐서 200마일이 넘게 흐르게 될 것이다(계 14:20). 

The Antichrist and the False ProphetK.  and their armies are defeated (Rev. 16:16; 19:11-21; Dan. 7:11-
14, 22-27). Jesus will destroy the Antichrist by breathing on him to release the Spirit’s power to immobilize 
him so that he might be captur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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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I saw the Beast [Antichrist], 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gether to make war 
against Him [Jesus]...20Then the Beast [Antichrist] was captured,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
These two were 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 (Rev. 19:19-20)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 군대들의 패배 (계 16:16; 19:11-21; 단 7:11-14, 22-27). 예수님은 적그리스
도를 파괴시키실 것인데, 그에게 입의 기운을 부셔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무력화시키고, 붙잡아 산 채로 
불못에 던지실 것이다.  
 
8그 때에 불법한 자(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
리라 (살후 2:8) 
 
19또 내가 보매 그 짐승(적그리스도)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 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 짐승(적그
리스도)이 잡히고 …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니 … 이 둘이 산 채로 … 불 … 못에 던지우고 (계 19: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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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an is thrown into prison for 1,000 yearsL.  when Jesus returns. Jesus as a man will use the keys of 
the kingdom to cast Satan into the bottomless pit.  
 
1I saw an angel coming down from heaven, having the key to the bottomless pit and a great chain in 
his hand. 2He laid hold of…the Devil and Satan, and bound him for 1,000 years; 3and he cast him 
into the bottomless pit, and shut him up, and set a seal on him, so that he should deceive the nations 
no more till the 1,000 years were finished. (Rev. 20:1-3)  
 
사단은 천년 동안 옥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은 사람으로서 사단을 무저갱에 던지시
기 위하여 천국의 열쇠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1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2…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동안  
결박하여 3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  
(계 20:1-3) 

Conclusion:M.  We are not to be afraid of the Antichrist. We take him seriously, but Jesus is so much more 
powerful that it will not even be a contest. Jesus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in Gen. 1. We win and 
it will be worth all the effort and sacrifice of what is required. 
 
결론: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진지한 태도를 취하지만 예수님
께서 훨씬 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분과 경쟁도 되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  
하늘들과 땅을 만드셨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모든 수고를 다하는 
것은 가치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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