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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End Times 컨퍼런스 

Chapter 13: Forerunners Preparing for the Coming Eschatological Revolution 
다가오는 종말론적 개혁을 준비하는 선두주자들

  INTRODUCTION     I. 서론 

Be a Berean by having a receptive heart and a searching mind. Be eager, but cautious. Boldly challenge A. 
and refuse all ideas that you do not clearly see in Scripture for yourself.  
 
11They [Bereans]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to find out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Acts 17:11)  
 

수용적인 마음과 상고하는 생각으로 베뢰아 사람들과 같이 되라. 사모함과 동시에 경계심을 갖으라.  

담대함으로 검토하면서도 당신 스스로 성경을 통해 분명히 보기 전에는 모든 견해들을 거절하라. 
 
11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1) 

Eschatological B. means pertaining to the end times. 
 
종말론적이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이다. 

The coming eschatological revolution will be the most comprehensive revolution in history. This C. 
revolution ends when Jesus comes back to earth to replace all the evil leadership on earth.  
 
15The kingdoms of this world hav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Rev. 11:15)  
 
19The kings of the earth, and their armies, gathered to make war against Him [Jesus]… 20The Beast 
was captured,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these two were 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 
21 The rest were killed with the sword… 20:4 I saw thrones, and… they [the saints] lived and reigned 
with Christ for 1000 years… (Rev. 19:19-20:1-4) 
 
25He [Antichrist] shall speak pompous words against the Most High, shall persecut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27Then the…greatness of the kingdoms under the whole heaven, shall be given to the people, the 
saints of the Most High. (Dan. 7:25-27)  
 

다가오는 종말론적 개혁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개혁이 될 것이다.  이 개혁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지도력을 대체하실 때에 끝이 날 것이다.  
 
15세상 나라가 우리 주 … 의 나라가 되어 … (계 11:15) 
 
19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예수님) … 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20짐승이 잡히고 …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 이 둘이 산채로 … 불 … 못에 던져지고 … 21그 나머지는 … 검에 죽으매 … 20:4내가 보좌들을 보니 
… 그들 (성도들) …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계 19:19-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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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그(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27…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 (단 7:25-27) 

Try to envision what news agencies will say about the end-time events prophesied by Jesus.  D. 
 
21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this 
time… 22And unless those days were shortened, no flesh would be saved… (Mt. 24:21-22)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마지막 때의 사건들에 대해서 보도기관들이 무엇이라고 말할지 상상해보라. 
 
21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 22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 (마 24:21-22) 

A transitional generation is a unique time in which the majority of God’s people witness the power of E. 
God on a regular basis. The measure of power released increases dramatically.  
There are three transitional generations in history.  
 
First, the generation of Moses: God established the old covenant  
Second, the generation of the apostles: God established the new covenant  
Third, the generation in which Jesus returns: Jesus establishes the millennial kingdom 
 
과도기적 세대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을 정기적으로 목격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능력의 베풀어지는 정도가 극적으로 증가한다. 

 

역사적으로 세가지 과도기적 세대가 있다.  

첫째, 모세의 세대: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맺으셨다.  

둘째, 사도들의 세대: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셨다. 

셋째,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세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My premise:F.  There are people alive today who will see this revolution. Thus, they are called by Jesus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is revolution. The Bride must be prepared in an intentional way.  
 
7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Rev. 19:7). 
 
나의 전제: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 개혁을 보게될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

수님으로부터 이 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신부는 계획적인 방법으로 예비되어야할 

것이다. 
 
7어린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계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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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ly one generation will intentionally prepare His Bride to be ready in three ways. G. 
 
오직 단 하나의 세대만이 그분의 신부가 세가지 면에서 준비되도록 계획적으로 예비할 것이다. 

Power1. : preparation of our ministry to move in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by prayer.  
능력: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행하기 위한 우리의 사역의 준비. 

Character2. : preparation of our heart in intimacy based on the Sermon on the Mount. 
성품:  산상수훈을 기초로 하는 친밀감 안에서의 우리의 마음의 준비 

Understanding3. : preparation of our mind for the unique dynamics of the end times in order to 
engage in Jesus’ action plan without being deceived (harlot Babylon) or offended (at Jesus’ 
leadership), to love Jesus, to release His power and to be faithful witnesses. 
 
20The anger of the LORD will not turn back until He has executed and performed the 
thoughts of His heart. In the latter days you will understand it perfectly. (Jer. 23:20)  
 
24The fierce anger of the LORD will not return until He has done it, and until He has 
performed the intents of His heart. In the latter days you will consider it. (Jer. 30:24) 
 
이해: 마지막 때의 독특한 사건들 가운데 속임(음녀 바벨론)을 당하거나 (예수님의 지도력에) 감정

이 상하지 않은채로, 예수님의 계획에 참여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능력을 베풀며 충성된 

증인이 되기 위한 우리의 생각의 준비 
 
20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
히 깨달으리라 (렘 23:20) 
 
24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
달으리라 (렘 30:24) 

Only one generation fully participates in this revolution by H. keeping the book of Revelation. We keep 
this prophecy by engaging in the battle plan. We obey: persevere in Jesus’ commands, say: proclaim 
Jesus’ message, and pray: release the manifestation of Jesus’ power. 
 
3Blessed…those who hear the words of this prophecy, and keep those things… (Rev. 1:3) 
 
7Blessed is he who keeps the words of the prophecy of this book… (Rev. 22:7) 
 
오직 단 하나의 세대만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 개혁에 온전하게 동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전쟁의 계획에 참여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 순종함: 예수님의 계명 가운데 인내함. 말함: 예수님

의 말씀을 선포함. 기도함: 예수님의 능력의 나타남을 풀어냄. 
 
3이 예언의 말씀을 … 듣는 자들과 그 …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 (계 1:3) 
 
7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 (계 22:7)

13. Forerunners Preparing for the Coming Eschatological Revolution



208

국제 기도의 집  한국인 사역  |  www.IHOPkorean.org

mikebickle.org 를 방문하시면, 무료 자료들이 있습니다.

Because of love we must prepare ourselves to prepare others for the greatest transition in history.  I. 
 
3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the way of the LORD; make straight in the 
desert a highway for our God… 5The glory of the LORD shall be revealed and all flesh shall see it 
together [at Jesus’ second coming]… (Isa. 40:3-5)  
 

사랑을 인하여 역사상 가장 큰 과도기를 위하여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한다. 
 
3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 5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 (사 40:3-5) 

On May 7, 1997, the Lord spoke to me about believing Him to raise up 10,000 forerunners who live J. 
in the spirit of John the Baptist as friends of the Bridegroom (Jn. 3:29). The friend of the Bridegroom 
messengers will proclaim personal transformation based in intimacy with God and social transformation 
(justice) based on intercession as they prepare people for the Lord’s return. 
 
29The friend of the bridegroom, who stands and hears him, rejoices greatly because of the 
bridegroom’s voice. Therefore this joy of mine is fulfilled. (Jn. 3:29) 
 
1997년 5월 7일, 주님께서는 나에게 신랑의 친구로써 세례 요한의 영으로 사는 만명의 선두주자를 세우

기 위해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다. 신랑의 친구 된 이 메신저들은 주님의 다시오심을 위해 사람들

을 준비시킴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기초로한 개인적인 변환과 중보를 기초로 한 사회적인 변환 

(정의)에 대하여 선포할 것이다.  
 
29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요 3:29) 

Forerunners are “messengers” who function with a specific message in different spheres of life. For example, K. 
they are preachers, evangelists, artists (singers, musicians, actors, etc.), writers (internet), media, 
marketplace, or intercessors as well as those who disciple people one-on-one in the church, 
marketplace, campus, or home (moms are some of the most important forerunners). 
 
선두주자들은 삶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구체적인 메세지를 가진 “메신저들”이다.  예를들어 그들은 교

회나 사업체, 학교, 집(어머니들은 가장 중요한 선두주자들 가운데 속한다)에서 일대일로 사람들을 양육

하는 자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이거나 복음 전도자들, 예술가들(노래하는 자들, 악기 다루는 

자들, 연기하는 자들 등), 작가들(인터넷), 대중매체, 사업가들, 중보기도자들이다.  

We are called to proclaim the “end-time revolution” that will confront the status quo. The Spirit  L. 
is preparing prophetic messengers to prepare others for a shift of history. This revolution will go far 
beyond revival. IHOP-KC is to function as a boot camp to train “spiritual revolutionaries.”  
 
우리는 현재의 상황에 맞설“마지막 때의 개혁”을 선포하도록 부르심 받았다. 성령님께서는 역사의 전환

기를 위해 다른 사람을 준비시킬 예언적인 메신저들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이 개혁은 부흥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IHOP-KC는“영적인 개혁가들”을 훈련하기 위한 신병 훈련소로써의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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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ridegroom message calls people to a life of abandonment to Jesus. The intimacy message is more M. 
than Jesus being kind to us. God’s jealousy demands a spirit of abandonment to Him.  
 
17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And let him who hears say, “Come!” And let him who 
thirsts come. (Rev. 22:17)  
 
신랑의 메세지는 예수님께 권리포기하는 삶으로 사람들을 부른다. 친밀감의 메세지는 우리에게 인자하신 
예수님에 대한 것 이상이다.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그분께 권리포기하는 영성을 요구하신다. 
 
17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 (계 22:17) 

Sin is more than a little dirt on our garment that has to get washed off. It is like taking the oxygen mask N. 
off in a toxic chemical atmosphere. Those who take the mask off will die. We need revelation of both 
love and sin to understand why Jesus requires a spirit of abandonment.  
 
죄는 우리 옷에 묻어서 씻어내야 하는 작은 먼지가 아니다. 이것은 마치 유독한 화학물질이 있는 공기 중
에서 산소 마스크를 벗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 마스크를 벗은 자들은 죽을 것이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
서 권리포기의 영성을 요구하시는 지 이해하기 위해 사랑과 죄에 대한 계시가 둘다 필요하다.  

THE BOOK OF REVELATION: JESUS’ END-TIME BATTLE PLAN FOR THE CHURCHII.  
 계시록:  교회를 위한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전쟁 계획 

Jesus gave us the big picture in the book of Revelation so we would know it and engage in it. The goal A. 
of the book of Revelation is to establish the first commandment in people on earth. The book of Revelation 
is the Father’s plan to create obsession with Jesus. It will be a love obsession or an anger obsession. The 
Father is arranging the final setting in natural history for a wedding.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큰 그림을 주셔서 우리로 알고 그것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셨다.  
계시록의 목적은 이 땅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첫째 계명을 세우는 것이다. 계시록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
지게 하는 아버지의 계획이다. 사랑에 매료되던지 분노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혼인잔치를 
위해 자연적인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다. 

The book of Revelation reveals the glory of Jesus and His plan to transition the earth to the age to come. B. 
Revelation reveals Jesus as the Bridegroom, King, and Judge who manifests His power to win the harvest 
and cleanse the earth. The theme of Revelation is Jesus’ return to earth to rule all the nations and destroy 
all the evil governments on earth by releasing judgments (Rev. 6-19).  
 
1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Jesus] to show His servants(Rev. 1:1). 
 
계시록은 예수님의 영광과 이 땅을 다가올 시대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분의 계획을 계시한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추수를 수확하시며 이 땅을 정결케 하시기 위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신랑과, 왕, 심판자
로써 계시한다.  계시록의 주제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심판을 베푸심으로 이 땅 위의 모든 악의 정
부를 파괴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이다. 
 
1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예수님)에게 주사 …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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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imary focus in the book of Revelation is God’s judgment against the Antichrist’s empire. The C. 
secondary theme is tribulation against the saints from the Antichrist.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두번째 주제는 적그리스도

에 의해 성도들이 겪는 환난이다. 

I refer to the book of Revelation as the “D. end-time book of Acts.” It is a “canonized prayer manual” 
that informs us of the ways in which Jesus will manifest His power.  
 
나는 계시록을“마지막 때의 사도행전”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 주는“정경환된 기도 메뉴얼”이다.  

As Moses released God’s judgments on Pharaoh by prayer (Ex. 7-12), so the Church will partner with E. 
God in prayer to release the Great Tribulation judgments on the Antichrist. The miracles and judgments 
in Exodus and Acts will be multiplied and released worldwide by prayer.  
 
18I will build My Church, and the gates of Hades [authority of hell] shall not prevail against it.  
19I will give you the keys of the kingdom of heaven, and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Mt. 16:18-19) 
 
모세가 기도를 통해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 것과 같이(출 7-12장),  교회도 적그리스도에게 대환

난의 심판을 내리게 하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될 것이다.  출애굽기와 사도행전의 기적과 심판은 

기도를 통하여 배가되어 전세계적으로 풀어질 것이다. 
 
18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
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마 16:18-19) 

The end-time worship and prayer movement will partner with God (Isa. 42:9-13). Jesus returns in F. 
answer to the end-time worldwide worship movement that is also used to release His power. 
 
10Sing to the LORD a new song, and His pra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you who go down to the 
sea, and all that is in it, you coastlands and you inhabitants of them! 11Let the wilderness and its 
cities lift up their voice, the villages that Kedar inhabits...let them shout from the top of the 
mountains…13The LORD shall go forth [Jesus’ second coming] like a mighty man; He shall stir up  
His zeal like a man of war. He shall cry out, yes, shout aloud; He shall prevail against His enemies… 
15I will lay waste the mountains [earthquakes, Rev. 16:20], …I will make the rivers coastlands 
[earthquakes] … (Isa. 42:10-15) 
 
마지막 때의 경배와 기도의 운동(사 42:9-13).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풀어내도록 하는 마지막 때

의 전 세계적인 경배 운동의 응답으로 다시오실 것이다. 
 
10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
송하라 11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  
13여호와께서 용사 같이 나가시며 [예수님의 재림] 전사 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 15내가 산들 … 을 황폐하게 하며 [지진들, 계 16:20] …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지진들] … (사 42:10-15)

13. 다가오는 종말론적 개혁을 준비하는 선두주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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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RUNNER MESSENGERS: III. 
  FAITHFUL WITNESSES WHO PROCLAIM THE TRUTH  
    선두주자인 메신저들:  진리를 선포하는 충성된 증인들 

Forerunners must be prepared in their understanding of Jesus’ judgments so that people are not offended. A. 
This prepares them to love Him and trust His leadership, instead of being angry. 
 
선두주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 스스로의 이해함으로 준비되

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을 분노함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지도력을 신뢰하도록 준비시킬 것이다.  

In mercy and justice, the Lord warns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of His coming judgments. B. 
 
7Surely the Lord God does nothing, unless He reveals His secret to His…prophets. (Amos 3:7) 
 
긍휼과 정의 가운데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 그분의 다가올 심판에 대해 경고하신다.  
 
7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In describing his calling, John emphasized the need to give C. witness to the truth (Rev 1:2, 9).  
 
10For the testimony of Jesus is the spirit of prophecy. (Rev. 19:10) 
 
그분의 부르심에 대해 묘사하면서, 요한은 진리를 증언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계 1:2, 9). 
 
10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계 19:10) 

The end-time martyrs will be faithful witnesses of the truth (Rev. 6:9; 12:11, 17; 19:10; 20:4). D. 
 
11They overcame him [Satan] by the blood of the Lamb and by the word of their testimony, and they 
did not love their lives to the death… 17The dragon…went to make war with… [those] wh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testimony of Jesus… (Rev. 12:11, 17) 
 
3My two witnesses…will prophesy 1,260 days… 7Now when they finish their testimony, the Beast 
[Antichrist]…will make war against them, overcome them, and kill them. (Rev. 11:3, 7) 
 
마지막 때의 순교자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된 증인들이 될 것이다 (계 6:9; 12:11, 17; 19:10; 20:4). 
 
11우리 형제들이 어린양의 피와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사탄)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
지 아니하였도다 … 17용이 …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 (계 12:11,17) 
 
3나의 두 증인 … 이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 7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 짐승(적그리스도)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계 11:3,7) 
 
 
 

13. Forerunners Preparing for the Coming Eschatologic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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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hetic messengers will be faithful witnesses of the truth about God’s coming judgments. E. 
 
3When he [watchman] sees the sword coming upon the land, if he blows the trumpet and warns the 
people, 4then whoever…does not take warning …his blood shall be on his own head…5But he who 
takes warning will save his life. 6If the watchman sees the sword coming and does not blow the trum-
pet, and the people are not warned…his blood I will require at the watchman’s hand. 7Son of man, 
I have made you a watchman [forerunner] …you shall hear a word from My mouth and warn them 
for Me. 8When I say to the wicked, ‘O wicked man, you shall surely die!’ and you do not speak to 
warn the wicked from his way, that wicked man shall die in his iniquity; but his blood I will require 
at your hand. (Ezek. 33:3-8) 
 
예언적인 메신저들은 하나님의 다가올 심판에 대한 진리의 충성된 증인이 될 것이다. 
 
3그 사람(파수꾼)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4그들이 … 정신차리지 아니하 … 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5…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 6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 … 면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7인
자야 내가 너를 … 파수꾼(선두주자)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
고할지어다 8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
겔 33:3-8) 

Forerunners will tell the truth. The essence of a false prophet is telling people peace is coming when F. 
judgment is coming (Jer. 6:14; 8:11; 14:13-14; 23:16-22; Ezek. 13:9-10, 16; Mic. 3:5-6).  
 
10They have seduced My people, saying, ‘Peace!’ when there is no peace… (Ezek. 13:10) 
 
16Do not listen to the words of the prophets who prophesy to you…they speak a vision of their own 
heart, not from the mouth of the LORD. 17They continually say to those who despise Me, ‘The LORD 
has said, “You shall have peace”’; and to everyone who walks according to the dictates of his own 
heart, they say, ‘No evil shall come upon you.’”…19Behold, a whirlwind of the LORD has gone forth 
in fury…It will fall violently on the head of the wicked. 20The anger of the LORD will not turn back 
until He has executed and performed the thoughts of His heart. In the latter days you will under-
stand it perfectly. 21I have not sent these prophets…I have not spoken to them, yet they prophesied.  

22 But if they had stood in My counsel, and had caused My people to hear My words, then they would 
have turned them from their evil way and from the evil of their doings. (Jer. 23:16-22)   
 
선두주자들은 진리를 말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의 본질은 사람들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을 때에 평안이 
다가온다고 말하는 것이다(렘 6:14; 8:11; 14:13-14; 23:16-22; 겔 13:9-10, 16; 미 3:5-6). 
 
10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 (겔 13:10) 
 
16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
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
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 19보라 여호
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20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
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는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21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
어도 …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렘 23:16-22)

13. 다가오는 종말론적 개혁을 준비하는 선두주자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