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때 주요 사건들에 대한 개요  
주요한 사건들 (강한진통이 시작되기 전)       
적그리스도의 외교적 속임 (평화 조약) 

 (단 8:23, 25; 9:27: 11:21, 34) 
 
 

이스라엘 독립 
(1948) 

10개 악한나라 연합 (계 17:3, 12)     

거짓선지자 일어남 (계  13:11-18) 

중동/이스라엘 거짓 평화 (단 9:27) 

바벨론 도시재건됨 (계. 17-18)  

예루살렘 성전재건 (계 11:1-2)

                    넓은 여호와의 날 (슥 1:14-18; 살전 5:1-3; 벧후 3:8-12 ) 
 

 
3½ 년 

진통의 시작 진통의 증가  
 
 

해산의 진통시작 
마 24:4-8 

• 거짓 그리스도들 (영적 속임) 

   7 년 
3½ 년 

강한 진통 

대환난  
(야곱의 환난) 

(렘 30:6-7; 마 24:21; 단 12:1) 
아마겟돈 전쟁 시작  

42 달 (계 11:2; 13:15) 
1,260 일  (계 11:3; 12:6)

 
 

30 일  

단 
12:11 

 
 

45 일  
단 

12:12 

천년왕국 1000년 
계 20:1-6 

 
 

영원 
 

현재 지구의 정화 
(천년왕국의 끝) 벧후 

3:10-13;계 20:11;21:1-
2) 

• 전쟁 (군사적 분쟁) 
• 민족적 분쟁: (시민들 소요) 
• 경제적 전투 (보이콧 etc.) 
• 기근 (음식, 가뭄) 
• 전염병 (소란 - 막 13:8) 
• 지진들 (기반시설들 파괴됨) 

한 때, 두 때 & 반 때 
(계 12:14; 단 7:25; 12:7)  

 7 진노의대접 (계15-16) 
 (적 그리스도 정부를 향한) 
단 12:11의 30일 기간 동안 

 
 
 

 
IHOP-KC Missions Base 

www.IHO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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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오심                 

행진 시작함  

좁은 여호와의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가짜 전세계적 평화, 안전 
살전 5:1-3; 계 17:6 

마 24:37-39 

 
큰 배도 

살후 2:3; 마 24:10-12 
 

대추수 
마 24:14; 계 7:9, 14; 14:15 

 좁은 여호와의 날의 시간 때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이것은 6번째 인의 우주적 재앙 이후이다.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오기전 태양이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함(욜 2:31) 

이것은 엘리야가 온 이후이다. 이것은 두 증인을 

말한다.(계11:3-6) 주의 크고 놀라운 날이 오기전 내가 

너에게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말 4:5)  

이것은 배교와 적그리스도의 나타남 이후이다.  

7년의 중간에 발생할 주요 사건들  
멸망의 가증한 것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요구한다:    단 9:27; 마 

24:15; 살후 2:2-4; 계 13:11-18) 
두 증인이 나타남  (계. 11:3-6; 말. 4:5) 
144,000 유대인들 인침받음 (계. 7:1-8) 
미가엘 천사가 사단을 대항하여 섬 (계 12:7-12; 단 12:1)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을 대항하여 모집됨 (슥. 12:3; 14:2) 
순교가 증가됨 (계 6:11; 13:7; 16:6 17:6; 18:24) 
이스라엘의 능력이 흩트러짐 (Dan. 12:7) 

대추수가 계속 됨 
계. 11:26; 슥 2:11 

구원을 위해 애통함: 이스라엘 
(슥 12:10) 

구원을 위해 애통함: 열방들 
(계 1:7) 

7나팔 심판(계8-9) 7인 심판(계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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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th  나팔이 재림을 시작케함 
공중에서(계 1:7 성도의 

휴거)그리고 땅에서 (사 63:1-6)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까지(마. 23:39; 시 

24:7-10)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7번째 대접심판 후 (계 
19:11-21) 

Israel Park
번역 by 이스라엘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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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예루살렘 점령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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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rael Park
7 번째 대접 심판 후 (계 19:11-21) 아마겟돈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마 23:39; 시 24:7-10)

Israel Park


Israel Park
휴거) 그리고 땅에서 (사 63:1-6)

Israel Park
죽게된 머리가 치유됨 (계 13:3,12,14) -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