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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Why Should We Study the End Times
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하는가?

 INTRODUCTION  I. 서론

In this conference, we will give a simple overview of what the Bible teaches about God’s end-time plan. A. 
We will cover only the most important trends, people, and events, both the positive and negative ones.  
Many unique dynamics will occur in Jesus’ strategic end-time plan as He transitions the earth from 
this present age to the age to come and drives evil off the earth forever. Jesus will remove everything that 
hinders love. He has a strategic plan and great zeal to intervene to confront oppression and corruption 
in a way that He has never done before (Rev. 19:2). 
 

이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에 대한 간략한 개요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동향들, 

사람들과 사건들, 긍정적인것과 부정적인 것 둘 다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서 다가올 시대

로 전환하실 때와 사단을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애실 그 때에 많은 독특하고 역동적인 일들이 예수님의 마

지막 때의 전략적인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없애실 것이고, 아주 

전략적인 계획과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전에 하지 않으셨던 방법으로 억압과 타락을 직면하실 것이다.

We will not have time to go deep in each theme that is covered in this conference. We have free articles B. 
on our websites that provide a more in-depth scriptural basis for our teachings. There you will be able to 
ask questions and to find recommended books on the end times. 
 

우리가 이 과정 안에서 각 주제들을 깊이 공부할 시간은 없을 것이다. 우리 웹싸이트에 우리가 지금 공

부하는 것보다 더 깊고, 말씀을 기본으로 한 관련 자료들이 있다. 그곳에서 질문도 할 수 있고 마지막 때

와 관련한 참고도서들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I do not ask anyone to quickly accept my views, rather I urge you to think for yourself. Truth is never C. 
hurt by careful scrutiny, but rather it is confirmed. When we own the truth, it will uphold us in the time 
of coming pressure. You must boldly challenge all the ideas that are being taught and refuse any that you 
cannot clearly see in Scripture for yourself. I have 3 positions on what I say about the end times: biblical 
conviction, informed opinion, and personal theory. 
 
나는 나의 관점을 어느 누구도 쉽게 받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으며, 당신이 스스로 생각해 볼 것을 권한

다. 진리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확인이 된다. 우리가 진리를 소유할 때, 이 진리가 

앞으로 다가올 압력의 때에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들을 담대히 도전해야 한다. 

당신이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히 확인 할 수없는 어떤 것이 있다면 받아 들이지 마라. 나는 종말에 관하

여 성경적 확신, 보고된 의견과 개인적인 이론, 이 세가지 입장에서 말 할 것이다. 

The Bereans searched the Scriptures to see if the things that Paul said were so (Acts 17:10-11). D. 
 
11These were more fair-minded than those in Thessalonica, in tha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to find out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Acts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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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에 베뢰아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확인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했다(사도행전 17:10-11). 
 

11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행 17:10-11)

       
I encourage you to get into a small group so that together you may search out what the Scripture says  E. 
as you have weekly group discussions. The learning process is greatly enhanced by wrestling with the 
various ideas in dialogue with others who are hungry for truth.  
 
나는 여러분들이 소그룹으로 매주 모여 논의하며 성경이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찾아 보기를 권
한다. 이 배움의 과정은 진리를 목 말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대화로 서로의 생각들을 씨름하며 나눌때 훨
씬 빨라질 것이다.

If you are new in studying the end times, be braced that the Jesus seen in many end-time Scriptures F. 
is different from the Jesus that is commonly taught. He is not a heavenly Santa Claus committed to 
making life easy in this age. He is a zealous Bridegroom King coming to establish His Father’s glory, to 
vindicate His persecuted Bride (Rev. 19:2), and to replace all the evil governments on earth. Jesus’ love 
as a passionate Bridegroom is fierce. It is important that we are loyal to what Scripture says, rather than 
to Christian traditions or religious sentiments.   
 
만약 당신이 처음 종말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라면, 종말의 말씀들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이 많은 이들이 
생각하는, 하늘의 산타로 이 시대의 삶을 쉽게 해주는,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 
주님은 열정을 가진 신랑이자 왕으로 당신의 아버지의 영광을 세우기 위해, 당신의 핍박받는 신부를 신
원하시고 (계시록19:2), 악의 정부들을 교체 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열정직인 신랑으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은 맹렬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의 전통들이나 종교적 관념들보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충실해
야 한다.

The most controversial point in this is found in my conviction that the Church will go through the G. 
Tribulation (in great victory and power). This differs from the popular pre-tribulation rapture view that 
teaches that the Church will be raptured at any minute and will therefore, miss the end-time revival 
and crisis. The Bible teaches that the Church will be raptured. The issue is one of timing. I believe the 
Church will be raptured at the end of the Tribulation not at its beginning. 
 
이 공부 가운데서 가장 논란이 되는 점은, 내가 확신하건데, 교회가 환란을(큰 승리와 능력으로) 통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환란 전 휴거로, 교회가 곧 휴거될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부
흥과 위기를 맞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과 다르다. 성경이 교회가 휴거 될 것이라고 가르친다. 문제는 그

것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나는 교회가 대 환란의 시작의 때가 아니라 끝날 때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다. 

I honor the godliness and wisdom of many who hold the pre-tribulation rapture view, but I see it as  H. 
a mistake that will leave many unprepared and even offended at Jesus in the end-time revival and pressures.  
We can disagree in a spirit of love and meekness without a spirit of debate. The reality of the rapture  
and the Tribulation is too weighty to minimize by a spirit of debate.  
 
나는 환란 전 휴거을 믿는 많은 이들의 경건함과 지혜를 존중하지만, 이것이 많은 이들을 준비되지 않게 
할 것이고, 심지어는 종말의 부흥과 압력의 때에 예수님께 실족케 하는 자들을 만들 잘못된 관점으로 본
다. 우리는 논쟁의 영이 아닌 사랑과 온유의 영으로 반대할 수있다. 휴거와 환란은 논쟁의 영으로 그 의

미를 경감하기엔 너무나 중요한 사실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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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pared prophetic Church alone will have the answer to keep many from being offended at God in I. 
the end times. We must be able to answer why a God of love would allow and even orchestrate some of 
the events in the Great Tribulation. 
 
준비된 예언적 교회만이 종말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실족하지 않게 할 답을 가지고 있을 것

이다. 우리는 왜 사랑의 하나님이 대 환란의 사건들을 허락하시고, 심지어는 그 사건들을 조정하시는지 

반드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God’s judgments is to remove all that hinders love so that multitudes would be saved J. 
and grow mature in love. The principle of God’s love in judgment: God uses the least severe means to 
reach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at the deepest level of love without violating anyone’s free will in 
training the future rulers of the earth.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사랑을 막는 모든 것들을 없앰으로 인하여 많은 이들이 구원받고 사랑 안에서 

성숙되게 하는 것이다. 심판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심판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의지가 침해받지 않고 가장 깊은 사랑의 수준으로 이르게 함으로써 미래의 

통치자들을 훈련하는 것이다. 
 

FOUR WAYS THAT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IS UNIQUE  II. 
     예수님 재림 세대의 4 가지 독특한 특성

First, we must study the end times because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is the A. most dramatic 
generation in human history with two great extremes. Before Jesus returns, the nations will witness the 
greatest revival and the most severe pressures (God’s judgments, Satan’s rage, man’s sin) that have ever 
been seen in all human history. 
 
첫째, 주님의 재림의 세대가 인간의 역사상 두가지의 큰 극단성과 함께 가장 극적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

는 반드시 종말을 공부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역사상 없었던 가장 큰 부흥과 가장 중한 압력들(

하나님의 심판들, 사단의 분노, 사람의 죄)을 열방들이 목격하게 될것이다. 

Second, we must study the end times because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most openly B. 
manifests Jesus’ heart and leadership to the nations. The book of Revelation is called the revelation of 
Jesus because it reveals His heart, power, and leadership. 
 
1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s… (Rev. 1:1)  
 

둘째로, 예수님의 마음과 지도력이 열방들 중에 가장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세대가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

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말에 대해 공부해야 한다. 
 
1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계1:1) 
 
 
 

1.Why Should We Study the End-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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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rd, we study the end times because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is the C. generation most 
written about in Scripture. Jesus spoke more about the last generation of natural history than the gen-
eration that He was born in. Why? It is to prepare the Bride to be victorious in love and power. There 
are over 150 chapters in the Bible that focus on the end times. Compare this to the four gospels which 
total 89 chapters. The gospels give us a record of Jesus’ ministry related to His first coming when He 
redeemed us from our sins. The 150 chapters on the end times reveal His ministry related to His second 
coming when He will rule all the nations. Many of God’s people neglect these 150 chapters without 
considering they come from the same Bible, reveal the same Jesus, and manifest the same power of the 
Spirit as the four gospels. See MikeBickle.org for a list of these 150 chapters on the end times.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가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된 세대이기에 우리는 종말을 공부해야 한다. 예

수님이 역사상의 종말의 때에 대해 주님의 초림의 세대보다 더 많이 말씀하셨다. 그 이유는 주님이 신

부인 교회를 사랑과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이다. 성경에서 종말에 대해 말하는 말씀이 

150장이 넘는다. 이것은 네개의 복음서들을 합친 총89장의 말씀보다도 더 많은 것이다. 복음서들은 예수

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초림 때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앞서 말한 150장의 말씀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열방들을 다스릴, 재림 때의 사역을 보여준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150장의 말씀이 

네 복음서와 같은 성경에서, 같은 예수님과 같은 성령님의 권능이 드러난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아 이 중

요한 말씀들을 관과하고 있다. Mikebickle.org에서 150장의 말씀을 참고하라.

Fourth, we must study the end times because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is the D. generation 
that God has announced with the most prophetic signs. They will increase in intensity as we get closer 
to Jesus’ return. These prophetic signs include supernatural signs in the heavens and on earth, natural 
signs in nature (earthquakes, etc.), trends in society, and political, military, religious,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economic developments. 
 
넷째로, 주님의 재림의 세대가 하나님이 가장 많은 예언적 징조들로 선언하신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종

말에 대해서 공부해야 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올수록 그 징조들의 강도가 증가 할 것이다. 이 예언적 

징조들은 하늘들과 땅에서의 초 자연적인 징조들, 자연의 징조들(예: 지진들)과 사회, 정치, 군사, 종교, 

과학, 기술과 경제 발달의 경향들을 포함한다.  

The Scripture requires those in the generation the Lord returns to know the prophetic signs and E. 
to respond appropriately. Jesus and Paul emphasized the know-ability of the prophetic signs of the end 
times (Mt. 24:32-34; Lk. 21:25-29; 1 Thes. 5:1-6; 2 Thes. 2:1-11).  
 
32Now learn this parable from the fig tree: When its branch has already become tender and puts 
forth leaves, you know that summer is near. 33So you also, when you see all these things, know that it 
is near--at the doors! (Mt. 24:32-33) 
 
25There will be signs in the sun…and in the stars; and on the earth distress of nations…26men’s 
hearts failing them from fear…for the powers of heaven will be shaken. 27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a cloud with power…28Now when these things begin to happen, look up [have a 
heavenly perspective] and lift up your heads [be encouraged in faith], because your redemption draws 
near… (Lk. 2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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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Concerning the times and the seasons, you have no need that I should write to you. 2For you your-
selves know perfectly that the day of the Lord so comes as a thief in the night…4But you, brethren, 
are not in darkness, so that this Day should overtake you as a thief. 5You are all sons of light and 
sons of the day... 6Therefore…let us watch... (1 Thes. 5:1-6) 
 
성경은 주님의 재림의 세대에게 예언적 징조들을 알 것과 그것들에 맞게 반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예
수님과 사도 바울이 종말의 예언적 징조들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마24:32-34, 눅21:25-
29, 살전5:1-6, 살후2:1-11). 
 
32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33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마24:32-33) 
 
25일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26사람들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 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27그 때에 사람들이 인
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28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하늘의 관
점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힘을 얻으라)  너희 속량이 가까왔느니라 하시더라(눅 21:25-28) 
 
1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것이 없음은 2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4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
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살전5:1-6) 

God promised to give prophetic signs in the generation that the Lord returns as an expression of His F. 
mercy, so that people can make the necessary preparations for what is coming. These prophetic signs 
serve the Church like a weather station that signals trouble before it comes so people can prepare and 
save lives. The example of the Southeast Asia Tsunami caused by the Sumatra earthquake on Dec. 26, 
2004 illustrates this. Most of those who died could have been saved simply by knowing an hour earlier 
that the tsunami was coming.  
 
하나님은 자비의 표현으로 주님의 재림의 세대가 앞으로 다가올 것에 관하여 필수적인 준비를 할 수 있
도록 예언적 징조들을 주기로 약속하셨다. 이 예언적 징조들은 일기 예보가 위험이 오기 전에 알려, 사람
들이 준비 됨으로써 생명을 구하는 것 같이 교회를 섬긴다. 가장 적절한 예로 2004년 12월 26일 수마트
라 지진으로 생겨났던 동남아의 쓰나미가 있다. 그 당시 죽은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단순히 쓰나미가 
오는 것을 한 시간만 일찍 알았어도 살 수 있었다고 한다. 

Jesus rebuked Israel for being unable to read the prophetic signs at Jesus’ first coming (Mt. 16:3). Jesus G. 
taught that Israel came under judgment for being unresponsive to God because they did not know the 
time of their visitation from God.  
 
43For days will come…when your enemies will…44level you, and your children to the ground… 
because you did not know the time of your visitation. (Lk. 19:43-44) 
 
예수님은 당시 초림때의 예언적 징조들을 읽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꾸짖으셨다(마16:3). 또 예수님이 이스
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권고받는 날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을 가르치셨다. 
 
43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눅19:43-44)

1.Why Should We Study the End-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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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calls it wisdom to understand things related to God’s end-time plan (Rev. 13:18; 17:9). Why? It is H. 
because what people understand will be an issue of life and death for them.  
 
18Here is wisdom. Let him who has understanding calculate the number of the Beast. (Rev. 13:18)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말의 계획과 연관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르신다(계13:18, 17:9). 그 이

유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이 그들에게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18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계13:18) 

 III. FOUR COMMON ERRORS RELATED TO END-TIME PROPHECY 
  종말의 예언과 관련된 네 가지 보편적인 실수

The first common error is that end-time prophecy is not A. relevant, but is only for the curious. Gaining 
understanding about the end times is a key to preparing the Church to be victorious in the most  
extreme glory and pressure in history. It provides us with a compass in the storm. Having understanding 
about the end times will be an issue of life or death to many in that hour. 

첫번째 흔히 볼 수 있는 실수는 종말의 예언이 우리의 삶과 관련성이 없고, 이것이 단지 호기심을 위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종말에 대한 이해를 얻는 것이 역사상 가장 영광스럽고, 또한 가장 힘들 때에 승

리하는 교회를 준비시키는 열쇠다. 이것이 폭풍 가운데서 나침반과 같은 역활을 할 것이다. 종말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그 때에 많은 이들에게 생명과 죽음의 문제가 될 것이다.

The second common error is that most end-time prophecy is to be interpreted symbolically instead of B. 
taken literally. The events and numbers in Revelation are to be understood in their plain meaning (literal) 
unless the Scripture specifically indicates that they are symbolic (Rev. 1:20; 5:6; 11:8; 12:1, 3, 9; 17:7, 9). 

두번째 실수는 종말의 예언이 문자적이 아닌 상징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계시록에 나타난 사

건들과 번호들은 말씀에서 특정하게 그것들이 상징적이라고 지적하지 않으면 문자 그대로 이해 되어져야 

한다(계1:20, 5:6, 11:8, 12:1, 3:9, 17:7,9). 

The third common error is that end-time prophecies are C. impossible to understand except only by 
scholars. The Scriptures on the end times were written to be understood by all. The majority of people 
throughout history have been uneducated peasants. 

세번째 실수는 종말의 예언이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이해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들

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쓰여졌다. 역사적으로 대사수의 사람들은 교육받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였다. 

The fourth common error of end-time prophecy is that the Church in D. every generation believed they 
were the final generation. (I believe we are in the beginning stages of the end times.) 
 

네번째 종말의 예언과 관련된 실수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그들이 마지막 세대라고 믿은 것이다. (나는 우

리가 종말의 시작의 단계에 있다고 믿는다). 

1. 왜 우리는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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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true that small numbers (probably less than 1%) of many generations thought they were at the end. E. 
Only in the generation of the early apostles was there a universal sense among the majority of God’s 
people that they would see the return of Jesus. This is beginning to happen again in the Body of Christ 
across the earth for only the second time in history.  
 

많은 세대의 소수의 사람들이(아마1%보다 적은) 그들이 종말의 때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 사실이다. 

단지 초기 사도들의 세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을 볼 것이라는 보편적인 

감각이 있었다. 이것이 오직 역사상 두번째로 세계 곳곳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다시 일어나기 시

작하고 있다. 

       
 SEVEN REASONS WHY WE MUST UNDERSTAND THE END TIMES IV. 

  우리가 종말을 이해 해야 하는 7가지 이유  

Certainty of victory:A.  The Church will be victorious in love with power during the most dramatic time 
in history. This prepares the Church to participate in the coming revival instead of giving up or drawing 
back. It is worth the effort because the Church will be victorious. Our lives and labors matter and will 
prevail. We gain courage when we see end-time prophecy fulfilled before our eyes. We must understand 
it before we can discern its fulfillment. This encourages us that God is in control and that He cares for 
us. This gives us courage to proclaim to others.  
 

승리의 확실성: 교회가 가장 극적인 역사의 때에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할 것이다. 이 사실이 교회가 포기하

거나 물러서는 대신, 앞으로 다가올 부흥에 참여하도록 준비시킨다. 교회가 승리 할 것이기 때문에 노력

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생명과 노력들이 의미가 있으며 이길 것이다. 우리는 종말의 예언이 우리 

눈 앞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를 우리 눈 앞에서 분별하

기 전에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사실이 용기를 

준다. 이것은 또한 다른이들에게 선포 할 용기도 우리에게 준다. 

Confidence in sovereignty:B.  God is fully in control of the end-time crisis and is never surprised. The 
result of this is that we live in peace instead of making decisions with fear and panic in the coming crisis. 
We cannot see clearly with the smoke of fear and panic in our eyes. 
 
주권 안에서의 확신: 하나님이 종말의 위기를 전적으로 다스리시고, 이것에 전혀 놀라지 않으신다. 이 결과,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위기의 때에 공포와 두려움이 주는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다. 우리 눈을 가리는 두려움과 공포의 연기를 통해서는 분명하게 볼 수 없다. 

Continuity:C.  Understanding the dynamic continuity of our present character and works to the age to come 
is vital. We see this continuity in the teaching of the Great Tribulation and the millennial kingdom. 
 
연속성: 현재의 우리의 성품과 일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와 역동적인 연속성을 가진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 연속성에 대해서는 대 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해 공부할 때 더 알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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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scination:D.  The revelation of the beauty of Jesus (Isa. 4:2; 28:5; 33:17) helps us see His leadership 
(love, wisdom, and power) in His dramatic plans for the end times. In this, Jesus combines human free 
will, satanic rage, and God’s sovereignty to produce the great Harvest and the victorious Church without 
ever violating God’s justice or man’s free will. The more we understand about Jesus’ leadership in the end 
times, the more we are fascinated with Him. 
 
매료됨: 종말을 위한 예수님의 극적인 계획들 안에서 드러나는 주님의 지도력(사랑, 지혜와 능력)을 봄으

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의 계시에(사 4:2, 28:5, 33:17) 매료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의 공의나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해하지 않으시면서 인간의 자유의지와 사단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주

권을 결합해서 대 추수와 승리의 교회를 이루어 내실 것이다. 우리가 종말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지도력

을 더 많이 이해 할 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에게 매료될 것이다.

Direction:E.  Having a compass in a storm at sea is an issue of life and death. This helps us have right 
expectations for a future that will include victory and hardship. With understanding, we are adequately 
braced for what is coming and are emotionally and mentally prepared to endure the glory and the 
pressure. We make right choices now because we have a right vision (expectancy) for life during this 
historic time. With understanding, we are warned and thus have discernment of what seductions to 
avoid or what not to do. For example, we must refuse the positive persuasions to take the mark of the 
Beast, or to participate in the seemingly prosperous economic and religious enterprises of Babylon the 
great harlot. The prophetic Church will be the light of truth in the darkest hour in history. God will 
raise up forerunners as part of His mercy for others.

방향: 바다의 폭풍 속에서 나침반을 가지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와 연관이 된다. 이 방향이 우리에게 

승리와 고난을 포함한 미래에 대해서 바른 기대들을 갖도록 도울 것이다. 이해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다

가올 것에 대해 올바른 버팀대을 갖게 되고, 이로써 감정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영광과 압력의 때를 견디

어 낼 준비가 되는 것이다. 이 역사적인 시간에 우리의 생명을 위해 바른 비전(기대)을 가짐으로써 지금 

바른 선택들을 하게된다.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고 무엇을 할지와 어떤 유혹들을 피해야 할지

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된다. 예를 들면, 우리는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게하는 긍정적인 설득들과, 외견상 

번창하는 경제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 큰 음녀의 종교적 사업을 거절해야 한다. 예언적 교회

가 역사적으로 가장 어두운 때에 진리의 빛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른 이들을 위한 자비로 선두주자들

을 일으키실 것이다.

Urgency:F.  When we understand the end-time Scriptures, we grow in faith that our intercession will 
minimize evil and increase victory in specific geographic areas (Joel 2:12-18). Our prayers can change 
history and lead many to salvation and protection. Understanding causes us to have urgency to live a life 
of prayer and to cultivate spiritual depth (going deep in understanding the end times). Moses’ prayers 
released and stopped God’s judgments (Ex. 7-12).

긴급성: 종말에 관련된 말씀의 이해를 가짐으로써, 중보기도를 통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악을 줄이고 승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된다(욜2:12-18).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바꾸고 많은 이들을 구원

과 보호로 이끌 수있다. 이해는 우리로 기도와 더 깊은 영성(마지막 때의 이해가 깊어지는 것)을 위한 삶을 

살도록 하는 긴급성을 갖게한다. 모세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게도 하고 멈추게도 했다(출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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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dence to study:G.  As we grasp the truths of the end times, then we have confidence and zeal to go 
deeper in our study of other end-time passages. One of the biggest hindrances today is the conclusion 
that end-time prophecy is too difficult to understand, so why even try. 

공부에 대한 자신감: 우리가 조금씩 마지막 때의 진리들을 이해해 갈때, 종말의 말씀들을 더 깊이 공부할 

자신감과 열심을 갖게 된다. 오늘날 종말 공부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들 중 하나는 종말의 예언

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