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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UNDERSTANDING THE DAY OF THE LORD 
주님의 날 이해하기 
 
A. The Day of the LORD is coming when Jesus alone will be exalted (Isa. 2:5-22). To Him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that He is the LORD (Phil. 2:9-11). It is “His Day” (Ps. 118:24) when the 
glory of the LORD will cover the earth as the waters cover the sea (Isa. 11:9; Hab. 2:14). 
예수님 홀로 높임을 받으실 주님의 날이 올 것이다 (사 2:5-22).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을 

것이고 모든 입이 그분이 주라 시인하게 될 것이다 (빌 2:9-11). 이것이 주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덮게 ( 사 11:9; 합 2:14) 될 “그분의 날” 이다 (시 118:24).  
 
Isa. 2:11 The lofty looks of man shall be humbled… and the Lord alone shall be exalted in that day. 
12 For the day of the Lord shall come upon everything proud and lofty… 19 They shall go… into the 
caves of the earth, from the terror of the Lord and the glory of His majesty, when He arises to shake the 
earth mightily. 
사 2:11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12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자와 

거만자와…낮아지리라19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Phil. 2:9 God has highly exalted Him and given Him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10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of those in heaven, and those on earth, and those under the 
earth, 11 and that every tongue should confess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빌 2:9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B. The unique dynamics and unprecedented events of that “day” are great and terrible (Joel 2:11, 31; Mal. 
4:5; Acts 2:20). The light will get much brighter, while the darkness will get much darker (Isa. 60:1-3). 
주님의 날의 독특한 역동성과 전무후무한 사건들 모두 크고 두려울 것이다 (요엘 2:11, 31; 

말 4:5; 행 2:20). 어두움이 더욱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 밝아질 것이다 (사 60:1-3). 
 
Joel 2:11 For the day of the Lord is great and very terrible; who can endure it? 
요엘 2:11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1. It’s a “great day” for the responsive who will experience the greatest revival in history (Acts 2:17-19).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을 경험 하게 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큰 날” 이될 것이다  

(행 2:17-19).  

 
Rev. 12:10 Now salvation, and strength, the kingdom of our God, and the power of His Christ have 
come, for the accuser of our brethren, who accused them… day and night, has been cast down. 
계 12:10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가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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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s a “very terrible day” for the rebellious who will experience the most severe judgments in history. 
역사상 가장 가혹한 심판을 경험하게 될 반역자들에게는 “심히 두려운 날”이될 것이다.  
 
Rev. 6:17 For the great day of His wrath has come, and who is able to stand?” 
계 6: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C. In the Gospels, Jesus gives 18 sign trends that will grow in intensity like “birth pangs” ushering in the Day 

of the LORD and final 3½ years of natural human history, called the Great Tribulation (Mt. 24:4-8; Mk. 
13:5-8; Lk. 21:8-11). This time frame will be the greatest pressure the world has ever known (Jer. 30:7; 
Mt. 24:21; Dan. 12:1) and catalyst that transitions the earth into the age-to-come (Isa. 66:8).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18 가지 징후의 경향을 주셨는데 이것이 주님의 날로 이끄는 “해산의 

고통”과 같이 강도가 심해질 것이고, 대환난이라고 부르는 인간 역사의 마지막 3 년 반으로 

이끌것이다 (마 24:4-8; 막 13:5-8; 눅 21:8-11). 이 시간대가 세계가 알지 못한 가장 큰 

압력의 시간 (예 30:7; 마 24:21; 단 12:1) 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다음 시대로 전환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사 66:8). 
 
Mt. 24:7 For nation will rise against natio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And there will be famines, 
pestilenc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8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sorrows [birth pangs]. 
마태 24:7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8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해산의 고통] 
 
Isa. 66:8 Who has heard such a thing? Shall the earth be made to give birth in one day? 
사 66:8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D. Jesus said that unless these days were literally shortened (Mt. 24:22; Mk. 13:20), no human beings would 

physically survive (Isa. 13:12; 24:6; Dan. 12:1; Acts 3:18-24). The Great Tribulation, also called a “time 
of trouble” (Dan. 12:1) or the time of “Jacob’s trouble” (Jer. 30:7) is the most referenced timeframe in 
Scripture, designated as “half a week” or 3½ years (Dan. 9:27), 42 months (Rev. 11:2; 13:5), 1260 days 
(Rev. 11:3; 12:6), time, times and half a time (Rev. 12:14; Dan. 7:25; 12:7) and a short time (Rev. 12:12). 
예수님이 문자적으로 이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마태 24:22; 막 13:20) 어떤 인간도 살아 

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 13:12; 24:6; 단 12:1; 행 3:18-24). 대환난은 “환난” (단 

12:1) 또는  구체적으로 “야곱의 환난의 때” (렘 30:7) 라고 불리고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된 

시간대이며, 3 년 반 (단 9:27), 마흔 두달 (계 11:2; 13:5), 1260 일 (계 11:3; 12:6), 한때, 두때, 

반때 (계 12:14; 단 7:25; 12:7) 와 짧은 시간 (계 12:12) 으로 표기되었다.  

 
Mt. 24:21 For the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this time, no, nor ever shall be. 22 And unless those days were shortened, no flesh would be 
saved [physically preserved]; but for the elect’s sake those days will be shortened. (Dan. 12:1) 
마태 24: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육체가 지켜지는것]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단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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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Jesus compared the years preceding His return to both Noah and Lot’s day (Lk. 17:26-30). Noah’s day 
was primarily characterized by violence (Gen. 6:11-13) and Lot’s day immorality (Gen. 13:13; 18:20; 
19:1-29; Ezek. 16:49-50). Similarities included the fullness of corruption; the divine forewarning of an 
imminent, future and unprecedented judgment; the universal disregard by scoffers as they continue 
business as usual; the deliverance of the few responsive and the sudden judgment that was comprehensive, 
impartial and unprecedented. The wisdom of preparation was only apparent after it was too late for 
unbelievers (Lk. 7:35). 
예수님은 그의 재림 바로 앞 시간을 노아와 롯의 때와 비교하셨다 (눅 17:26-30). 노아의 때는 

주로 폭력 (창 6:11-13)으로, 롯의 때는 성적 부도덕으로 특징지워진다 (창 13:13; 18:20; 

19:1-29; 겔 16:49-50). 완전한 타락을 포함하여, 임박한 하나님의 사전경고, 미래와 

전무후무한 심판, 그들이 평상시와 다를바 없이 살아갈때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될 조롱하는 

자의 무시, 소수의 반응하는 자들의 구원과 광범위하고, 공정하며, 전무후무한 갑작스런 심판 

등의 유사점들이 있다.  준비의 지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너무 늦은 후에 분명하게 나타났다 

(눅 7:35).  
 
Lk. 17:26 As in the days of Noah, so it will be in the days of the Son of Man: 27 They ate, they drank, 
they married wives, they were given in marriage, until the day that Noah entered the ark, and the flood 
came and destroyed them all. 28 Likewise as in the days of Lot: They ate, they drank, they bought, they 
sold, they planted, they built; 29 but on the day that Lot went out of Sodom it rained fire and brimstone 
from heaven and destroyed them all. 30 Even so will it be in the day when the Son of Man is revealed. 
눅 17: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27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겼으며 28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F. Four “eschatological winds” converge in fullness creating the perfect storm to bring in the great harvest, 
bring forth a mature Church and bring down everything that hinders love. Jesus will use the least severe 
means to take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to the deepest level of love without violating anyone’s 
freewill.  
네가지 “종말론적 바람”이 함께 충만함으로 완벽한 폭풍을 만드는데, 이것이 대추수를 가져오고 

교회를 성숙케하며 사랑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제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심판을 통해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그들의 자유의지가 침해받지 않고 가장 깊은 사람의 수준으로 이르게 

할 것이다.  
 

1. Creations Groan will progress from “birth pangs” (famines, disease, earthquakes) to full travail and 
finally birth (Ps. 82:5; Is. 24:5-6, 18-20; 66:8; Jer. 23:10; Mt. 24:7-8; Lk. 21:23-26; Rom. 8:18-22). 
피조물의 탄식이 “해산의 고통” ( 기근, 질병, 지진) 에서 극도의 고생과 마지막 해산 (시 

82:5; 사 24:5-6, 18-20; 66:8; 렘 23:10; 마 24:7-8; 눅 21:23-26; 롬 8:18-22) 으로 

진행할 것이다.  
 
Rom. 8:22 We know that the whole creation groans and labors with birth pangs together until now.  
로마서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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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n’s Sin will become “fully ripe” due to the harlot babylon system, as the mystery of iniquity brings 
forth Antichrist (Dan. 8:23; Joel 3:13-14; Mt. 13:24-30, 36-43; 2 Th. 2:7-10; Rev. 9:20-21; 14:17-20).  
사람의 죄가, 죄악의 비밀이 적 그리스도를 생산하는 동안, 바벨론 음녀 조직에의해 “ 완전히 

숙성” 될 것이다 (단 8:23; 욜 3:13-14; 마 13:24-30, 36-43; 살후 2:7-10; 계 9:20-21; 

14:17-20). 
 
Dan. 8:23 And in the latter time of their kingdom,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their 
fullness, a king shall arise,  having fierce features, who understands sinister schemes. (Joel 3:13; 
Rev. 14:17-20) 
다니엘 8: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궤휼에 능하며(욜 3:13; 계 14:17-20) 
 

3. Satan’s Rage will be fully unleashed against Israel and the Church, when he is cast from heaven and 
his demonic hordes are released from the bottomless pit (Dan. 7:19-25; Mt. 24:15-22; Rev. 12:7-17; 
Rev. 13). 
사단의 분노가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고 마귀떼가 무저갱에서 풀려날때 이스라엘과 교회를 

향해 최고에 달할 것이다 (단 7:19-25; 마 24:15-22; 계 12:7-17; 계 13). 
 
Rev. 12:9 Satan… was cast to earth… 17 The dragon was enraged with the woman [Israel]… and 
went to make war with her offspring, who keep the commandments of God and have the testimony 
of Jesus.  
계시록 12:9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17 

용이 여자 [이스라엘] 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4. God’s Zeal displayed in a 7-fold shaking (Hag. 2:6-9; Heb. 12:25-29) of the fullness of His wrath 
(Rev. 15:1) and His glory (Acts 2:17-19).  
하나님의 열심은 7개의 그분의 충만한 진노의 진동 (학 2:6-9; 히 12:25-29) 과 그분의 

영광으로 드러난다.  
 
Heb. 12:26 “Once more I shake not only the earth, but also heaven.” 27 Now this… indicates the 
removal of those things that are being shaken, as of things that are made, that the things which 
cannot be shaken may remain. 28 Therefore, since we are receiving a kingdom which cannot be 
shaken, let us… serve God acceptably with reverence and godly fear. 29 For our God is a 
consuming fire. 
히 12:26…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9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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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od will shake everything that can be shaken while magnifying Jesus’ beauty before all nations (Isa. 4:2), 
resulting in the greatest harvest of souls the world has ever seen (Hag. 2:6-9; Zeph. 2:11; Heb. 12:25-29).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온 열방앞에 드러내시면서 진동될 모든 것을 진동시키실 것이고 

(사 4:2), 이것의 결과는 세계가 보지 못한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될 것이다 (학 2:2-9; 습 

2:11; 히 12:25-29).  
 

Hag. 2:6 I will shake heaven and earth, the sea and dry land; 7 and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they 
[all nations] shall come to the Desire of All Nations [a title for Jesus]… (Zeph. 2:11) 
학개 2:6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H. The fragrance of prayer and worship that arises from prophetic singers and musicians, releasing the “new 

song” in every nation (Mal. 1:11) culminates with Jesus’ return (Isa. 6:1-5; 24:14-16; 42:10-16; Rev. 
22:17). 
기도와 예배의 향기가 예언적인 노래하는 자와 연주자들로부터 올라갈 것이다. 이들이 새노래를 

모든 나라에 풀어내는 것 (말 1:11) 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날 것이다 (사 6:1-5; 24:14-16; 

42:10-16; 계 22:17). 
 
Isa. 42:10 Sing to the Lord a new song, and His praise from the ends of the earth… ! 11 Let the 
wilderness and its cities lift up their voice, the villages that Kedar inhabits. Let… them shout from the 
top of the mountains. 12 Let them give glory to the Lord, and declare His praise in the coastlands. 
13 The Lord shall go forth like a mighty man [second coming]; He shall stir up His zeal like a man of 
war. He shall cry out, yes, shout aloud; He shall prevail against His enemies. 
이사야 42:10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11 광야와 거기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의 거하는 촌락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거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12 여호와께서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13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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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 VICTORIOUS CHURCH AND RESTORATION OF THE DAVIDIC ORDER  
승리하는 교회와 다윗의 규례의 회복 
 
A. Prior to the return of Jesus, the Church that He is building (Mt. 16:15-19) will emerge as a mature Bride 

in identity (Rev. 19:7; 22:17), who eternally functions as a “kingdom of priests” (1 Pet. 1:5, 9; Rev. 1:6; 
5:10; 20:4; 22:5) in the Father’s House of Prayer (Isa. 56:7; Mt. 21:13; Mk. 11:17; Lk. 19:46), and 
operates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Tabernacle of David  (Ps. 27:4; Am. 9:11-12; Acts 15:16-17). 
예수님의 재림 전에 그분이 세우시는 교회의 정체성이 성숙한 신부 (계 19:7; 22:17) 로 부각될 

것이다. 이 신부가 아버지의 지도의 집 ( 사 56:7; 마 21:13; 막 11:17; 눅 19:46) 에서  

“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벧전 1:5, 9; 계 1:6; 5:10; 20:4; 22:5) 으로 영원한 역활을 감당하고  

다윗의 장막의 규례 (시 27:4; 암 9:11-12; 행 15:16-17) 를 따라 운영할 것이다.  
 

1. Church – Greek “Ekklesia” relates to who we are in our identity as the called out assembly of God’s 
people. Although we relate to our Father as “sons and daughters” forever, our highest identity 
throughout eternity is a bride who has matured into the image of Christ, equally yoked in love and 
comparable to Him (Eph. 5:27; Rev. 19:7; 22:17). As a mature bride, the Church will possess divine 
insight (Jer. 23:20; 30:24), godly character (Eph. 4:11-15; 5:27) and supernatural power (Dan. 11:32-
33; Mt. 16:18-19; Jn. 14:12). 
교회 – 헬라어로 “ 에클레시아” 이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집회로 우리가 

누구인가하는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 비록 우리가 아버지에게 영원토록 아들과 딸로 

관계하지만, 영원동안 우리의 가장 큰 정체성은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고, 함께 

사랑의 짐을 지며 그분에게 합한 신부 (엡 5:27; 계 19:7; 22:17) 이다. 성숙한 신부로서 

교회는 하나님의 통찰력 (례 23:20; 30:24), 신의 성품 (엡 4:11-15; 5:27) 과 초자연적인 

능력 (단 11:32-33; 마 16:18-19; 요 14:12) 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Eph. 5:31 “For this reason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mother and be joined to his wife,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32 This is a great mystery, but I speak concerning Christ and the 
Church. 
에베소서 5:31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찌니 3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2. The revelation of the Bride of Christ isn’t related to our gender, but speaks of a position of privilege in 

our relationship with God to experience unhindered access to His heart (1 Cor. 2:9-11). We must refuse 
all sensual overtones. We don’t go on date nights with Jesus. He is not to be seen as our “lover” or 
boyfriend. 
그리스도의 신부의 계시는 우리의 성에 대한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의 마음을 

막힘없이 경험할 수 있는 (고전 2:9-11) 우리의 특권적 위치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감각적인 느낌을 거절 해야한다.  우리는 예수님과 데이트를 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의 ‘애인’이나 남자 친구로 보여져선 안된다.  
 
a. Men and women are both “sons”, related to accessing God’s throne – kingdom, power, glory. 
남자와 여자 모두 “아들”로서 하나님의 보좌 – 나라, 능력, 영광에 접근한다.  

 
Rom. 8:14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se are sons of God. 
롬 8: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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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en and women are both the “bride”, related to accessing God’s heart – emotions, affections, 
delight. 
남자와 여자 모두 신부로서 하나님의 마음 – 감정, 애정, 기쁨에 접근한다.  

 
Rev. 22:17 And 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Eph. 5:31-32; Gal. 3:28; Rev. 19:7) 
계시록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엡 5:31-32; 갈 

3:28; 계 19:7) 
 

3. House of Prayer – Relates to what we do in our function as a kingdom of priests who eternally minister 
to God by agreeing with the truth of who He is (worship) and what He’s doing (prayer). The priestly 
ministry of prayer is clearly the primary way God advances His Kingdom and releases His 
governmental power through Jesus and His people, now and forever! This is seen in Jesus engaging in 
intercession forever (Ps. 110:4; Isa. 53:12; Lk. 22:32; 23:34; 1 Tim. 2:5; Heb. 5:6, 10; 6:20; 7:11, 15, 
17, 21; 1 Jn. 2:1). He speaks and moves our heart, then we speak simple words in agreement with His 
will and move His heart and He opens His hand to release His power. God is not moved more by our 
volume, hype or talent. 
기도의 집 – 영원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배) 와 그분이 하시는 것(기도) 의 진리에 

동의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의 제사장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우리의 역활과 

관련이 있다. 제사장의 기도의 사역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분의 왕국을 확장시키고 그분의 

정부적 능력을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지금과 영원토록 풀어내는 주된 방법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영원토록 중보에 관여하는 것을 통해 볼 수있다 (시 110:4; 사 53:12; 눅 

22:32; 23:34; 딤전 2:5; 히 5:6, 10; 6:20; 7:11, 15, 17, 21; 요일 2:1).  그분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우리가 단순한 말로 그분의 뜻에 동의하고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이 손을 열어 그분의 능력을 풀어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리를 높이거나, 

과장해서 드러내거나, 재능이 있다고해서 더 움직이시지 않는다.  
 

Lk. 19:46 “It is written, ‘My house is a house of prayer’… 
눅 19:46 …기록된바 내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4.   Tabernacle of David – Relates to the order in which we function from encounter with worship (music / 

singing) and prayer, day and night, fueled by God’s beauty, as catalyst for global missions (Acts 15:16-
17).  
다윗의 장막 – 전 세계적 선교의 촉매제가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연료가되어 주야로 예배 

(음악/노래) 하고  기도하는 역활의 규례와 관련이 있다 (행 15:16-17).   
 
Am. 9:11 “On that day I will raise up the Tabernacle of David, which has fallen down, and repair its 
damages; I will raise up its ruins, and rebuild it as in the days of old; 12 that they may possess the 
remnant of Edom, and all the Gentiles who are called by My name,” Says the LORD… (Acts 15:16-
17) 
아모스 9:11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을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12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행 15: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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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 “key” to understanding this Davidic restoration is that it is a governmental movement (Isa. 22:22; Rev. 
3:7) that combines worship music and intercession (Rev. 5:8), as the primary means of releasing the 
Kingdom of God on earth, as it is in heaven. This includes the establishment of prophetic musicians and 
singers who minister to God day and night, in worship-driven prayer fueled by the beauty of God, as a 
full-time occupation. These “great commission” prayer watches will be for missions, with music, from 
intimacy. 
다윗의 장막 회복을 이해 하기위한 열쇠는 하나님의 나라을 하늘에서 이룬 것같이 이 땅에 

풀어내는 것의 주된 방법으로 예배 음악과 중보기도 (계 5:8) 가 병합된 정부적 운동 (사 22:22; 

계 3:7) 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주야로 섬기는 예언적인 음악가와 노래하는 자들의 

세워지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연료가 되어 예배로 주도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전임 직업으로 가진 자들이다.  이러한  “지상 대명령” 기도 파수가 선교를 위한 

것이고 음악과 함께하며 친밀감에서 나오는 것이 될 것이다.  
 
Rev. 3:7 [Jesus] who has the key of David, He who opens and no one shuts, and shuts and no one 
opens. 
계시록 3:7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가라사대 
 
 
III.  CENTERPIECE OF GOD’S ETERNAL PURPOSE: CONVERGENCE OF HEAVEN AND EARTH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 하늘과 땅의 하나됨 
 
A. The Holy Spirit is establishing the most powerful worship movement in human history (Mal. 1:11). I had 

an open vision of this in 1998.  Prayer and worship will not just be functions that we perform, but eternal 
realities that we will embody. In other words, we won’t just do prayer and worship, we will become living 
sacrifices of worship that bring forth His perfect will on the earth, as it is in heaven (Mt. 6:10). 
성령께서 역사상 가장 능력있는 예배 운동을 세우시고 계신다 (말 1:11). 내가 1998 년에 열린 

환상을 보았다. 기도와 예배는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역활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에 담을 영원한 

현실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단지 우리가 기도와 예배를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의 완전한 뜻을 이땅에 가져올 예배의 산 제사가 될 것이다 (마 6:10).  
 
Mal. 1:11 For from the rising of the sun, even to its going down, My name shall be great among the 
Gentiles; in every place incense [prayer] shall be offered to My name, and a pure offering 
[worship]; For My name shall be great among the nations,” Says the Lord of hosts. 
말라기 1: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 [기도] 하며 

깨끗한 제물 [예배] 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B.  At the core of this global phenomenon is encounter with God. His desire has always been to dwell in 
unhindered face-to-face communion with His people in the paradise-like conditions of the Garden of Eden 
on the earth forever (Rev. 21:3; 22:4)! Originally both realms operated together in perfect unison (Gen. 1-
3). 
이 지구적 현상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분의 열망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땅의 

낙원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방해없이 대면하는 교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계 21:3; 

22:4)! 원래 두 영역은 완전한 조화 가운데 함께 운영되었다 (창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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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1:3 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and He will dwell with them…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22:4 They shall see His face, and His name shall be on their 
foreheads. 
계시록 21:3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계시록 22:4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Gen. 3:8 And they heard the sound of the LORD God walking in the garden in the cool of the day… 
창세기 3:8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C.  After Adam’s sin, a “veil of separation” divided the two realms of heaven and earth (Isa. 24:18; 25:7; 

34:4; Rev. 6:14). Therefore, the centerpiece of God’s eternal purpose is for Jesus, the great intercessor to 
accomplish the full convergence of heaven and earth, as it was in the beginning (Gen. 1-3; Eph. 1:10). As 
the “Son of David”, He will join both realms together forever, during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Acts 
3:21).  This is the interpretive key to understanding the end-times without which confusion is inevitable. 
아담이 죄 이후, 분리의 베일이 하늘과 땅의 두 영역을 나누었다 (사 24:18; 25:7; 34:4; 계 

6:14).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은 예수님이고, 위대한 중보자로서 태초에 있었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다 (창 1-3; 엡 1:10). “다윗의 자손” 

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동안 두 영역을 영원히 하나되게 하실 것이다 (행 3:21). 이것이 

마지막 때를 혼동없이 이해 하기위한 해석의 열쇠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  
 
Eph. 1:9 having made known to us the mystery [hidden plan] of His will, according to His good 
pleasure which He purposed in Himself, 10 that in the dispensation of the fullness of the times He 
might gather together in one ALL things in Christ, both which are in heaven and which are on earth… 
(Col. 1:19-20) 
에베소서 1:9 그 뜻의 비밀 [감춰진 계획]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0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골로세서 1:19-20) 
 
1. Heaven – the spiritual and supernatural realm where the beauty of God’s presence and power are 
openly manifest (Rev. 4:2-8; Dan 7:9-10). The heavens are under the LORD’s direct command and 
authority (Ps. 115:16). In heaven His rule is absolute. He is seen without hindrance, adored and obeyed 
without question.  
하늘 –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영적이고 초자연적인 영역이다 (계 4:2-8; 

단 7:9-10). 하늘은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과 권위아래 있다 (시 115:16). 하늘에서 그분의 

통치는 완전하다. 그분은 방해없이 보여지고 이의 없이 존경과 순종을 받으신다.  

 
Rev. 4:2 Behold, a throne set in HEAVEN, and One sat on the throne. 3 He was like a jasper and a 
sardius stone… a rainbow… like an emerald… 5 And… lightnings, thunderings, and voices.  
계시록 4:2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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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rth – the material and physical realm where the natural human process of growth cycles, seasons, 
temperature, time, direction, weather patterns and physical sensation reach full expression, requiring a 
resurrected body (Gen. 8:22; Ps. 74:16-17; Eccl. 3:1-8; Mk. 4:26-29). God created the earthly realm and 
said it was “good” (Gen 1). Demons seek physical bodies for greater earthly expression (Mt. 12:43-44). 
땅 –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영역으로 인간의 성장 주기, 계절, 기온, 시간, 방향, 날씨 패턴과 

육체의 감각이 충만히 표현되는 단계에 이르며 부활체를 필요로한다 (창 8:22; 시 74:16-17; 전 

3:1-8; 막 4:26-29). 하나님이 땅의 영역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다 (창 

1 장). 마귀는 땅의 더 큰 표현들을 위해 육체의 몸을 찾는다 (마 12:43-44).  
 
Gen. 8:22 “While the EARTH remains, seedtime and harvest [growth cycle], cold and heat 
[temperature], winter and summer [seasons], and day and night shall not cease.” 
창세기 8: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성장 주기] 과 추위와 더위 [기온] 와 

여름과 겨울[계절] 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D.  Praying communities that replicate the liturgy of heaven are the first place of convergence (Hag. 2:6-9). 
 천상 예배의 모습을 가진 기도 공동체는  하늘과 땅의 만남의 첫번째 장소이다 (학 2:6-9).   

 
IV.  JESUS’ SECOND COMING - A ROYAL ESCHATOLOGICAL PROCESSION 

 예수님의 재림 – 왕의 종말론적 행차 

 
A. Contrary to popular belief, Jesus is not coming to go away, but He is coming to stay and when He does, 

the kingdom of heaven is coming with Him to the earth forever (Eph. 1:9-10; Rev. 11:15-19; 21:3, 10)!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예수님은 떠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머무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실때, 하늘 나라가 그분과 함께 이 땅에 영원히 임하는 것이다 (엡 1:9-10; 계 

11:15-19; 21:3, 10)! 
 
Rev. 11:15 The 7th angel sounded: And there were loud voices in heaven, saying, “The kingdoms of this 
world have become the kingdoms of our Lord and of His Christ, and He shall reign forever and ever!” 
계 11:15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B. The Father’s desire has always been to dwell in unhindered face-to-face communion with His people in 
the paradise-like conditions of the Garden of Eden on the earth forever (Rev. 21:3; 22:4)! The centerpiece 
of God’s eternal purpose is the full convergence of the heavens and earth, as in the beginning (Gen. 1-3). 
하나님 아버지의 열망은 에덴 동산과 같은 이 땅의 낙원에서 그분의 백성들과 방해없이 

대면하는 교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것이다 (계 21:3; 22:4)!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의 중심은 

하늘과 땅이 태초와 같이 온전히 하나되는 것이다 (창 1-3). 
 

Rev. 21:3 Behold, the Tabernacle of God is with men [on earth], and He will dwell with them…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22:4 They shall see His face, and His name shall be on their foreheads. 
계시록 21:3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땅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계시록 22:4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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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Jesus’ triumphant return to the planet as King of Kings is not a “secret event” (Mt. 24:23-27; Heb. 9:28), 
but a royal eschatological procession for all to see (Ps. 19:1-6; 68:24, 32-33, Zech. 9:9-10; Rev. 19:11-
16). At the sounding of the seventh trumpet (Rev. 11:15-19), Jesus will come with all the saints (1 Th. 
3:13) and all the angels (Mt. 25:31), traveling on clouds around the entire earth for all to see (Ps. 19:1-6; 
Mt. 24:30). He will descend with a great shout (1 Th. 4:16), the voice of an archangel and the trump of 
God, as He comes in His Father’s glory (Mt. 16:27), golden splendor (Job 37:22) and great power (Mk. 
13:26), traveling in the brightness and beauty of lightning (Mt. 24:27; 2 Thes. 2:8), as flaming fire engulfs 
the darkened sky (2 Th. 1:8), while He raises the dead, raptures the Church, delivers the captives and 
destroys His enemies.  
예수님이 왕의 왕으로 이 지구에 오시는 승리의 재림은 “비밀한 사건” (마 24:23-27; 히 9:28) 

이 아니라 모든 이가 보게 될 왕의 종말론적 행차다 (시 19:1-6; 68:24, 32-33, 슥 9:9-10; 계 

19:11-16). 일곱번째 나팔 소리에 (계 11:15-19), 예수님이 모든 성도 (살전 3:13), 모든 천사 

(마 25:31) 와 함께 오시고,  구름을 타고 모든 사람이 보도록 전 지구를  다니실 것이다 (시 

19:1-6; 마 24:30).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 (마 16:27) 과 금빛 광채 (욥 37:22) 와 큰 영광 중 

(막 13:26) 에 오실때,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실 것이고, 

타오르는 불이 어두운 하늘을 휩쌀때 (살후 1:8), 빛남과 번개의 아름다움 (마 24:27; 살후 2:8) 

으로 다니시면서 죽은 자를 일으키고, 교회를 휴거하며, 갇힌자를 자유케하고, 적들을 멸하실 

것이다.  

 
Ps. 68:24 They have seen Your procession, O God, the procession of my God, my King… 30 scatter the 
peoples who delight in war… 32 Sing to God, you kingdoms… 33 To Him who rides on the heavens… 
시 68:24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30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32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33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D. Jesus’ “royal procession” is a three-stage process, involving many events within a 30-day period of time, 

in the days of the sounding of the 7th trumpet (Rev. 10:7).  
예수님의 “왕의 행차”는 일곱번째 나팔 소리가 울리는 때 (계 10:7) 에 세가지 단계로 진행되며 

30일 동안 많은 사건들을 포함한다.  

 
V.  JESUS’ ROYAL PROCESSION - THREE STAGES 
    예수님의 왕의 행차 – 3 단계 

 
A. Stage 1: Jesus’ procession travels across the sky on clouds to rapture the saints seen by every eye, as His 

Kingship is announced and asserted over every nation (Ps. 19:1-4; Mt. 24:30-31; Mk. 13:26-27; Rev. 1:7).  
1 단계: 예수님의 행차는 구름을 타고 하늘을 가로질러 성도들을 휴거하고 모든 눈이 보게 

다니시며 모든 열방을 다스릴 그분의 왕권을 알리고 확고히 하신다 (시 19:1-4; 마 24:30-31; 

막 13:26-27; 계 1:7).  
 

Rev. 1:7 Behold, He is coming with clouds, and every eye will see Him, even they who pierced Him. 
And all the tribes of the earth will mourn because of Him. Even so, Amen. (Jude 14; Rev. 11:15) 
계시록 1:7 볼찌어다 구름을 따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로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유 

1:14; 계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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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tage 2: Jesus’ royal procession marches up through the land delivering the captives, as He destroys 
(executes) His enemies on the way to the Mount of Olives (Deut. 33:2; Ps. 45:3-5; 110:5-6; Isa. 11:11-16; 
27:12-13; 34; 63:1-6, Mic. 7:15; Hab. 3; Zech. 9:11-17; 14:1-9). 
2 단계: 예수님의 왕의 행차는 땅을 행진하여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적들을 멸하시며 

(처형하며) 갇힌 자를 자유케하신다 ( 신 33:2; 시 45:3-5; 110:5-6; 사 11:11-16; 27: 12-13; 

34; 63:1-6, 미 7:15; 히 3; 슥 9:11-17; 14:1-9). 
 
Ps. 110:5 He shall execute kings in the day of His wrath. 6 He shall judge among the nations, He shall 
fill the places with dead bodies, He shall execute the heads [leaders] of many countries.  
시편 110:5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6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지도자들) 

깨뜨리시며 
 

C. Stage 3: Jesus descends from the Mount of Olives, triumphantly entering into Jerusalem to be crowned 
“King over all the Earth”. Jesus rescues a remnant of Israel as Moses split the Red Sea (Zech. 14:1-9). 
3 단계: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온 땅의 왕” 으로 왕위에 오르기 위해 큰 승리를 

거두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슥 14:1-9).  
 
Ps. 24:7 Lift up your heads, O you gates! And be lifted up, you everlasting doors! And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8 Who is this King of glory? The LORD strong and mighty, the LORD mighty in battle.  
시편 24:7 문들아 나희 머리를 들찌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찌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8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VI.  THREE TYPES OF PEOPLE ALIVE ON EARTH AT JESUS’ RETURN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세가지 종류의 사람 
 
A. There will be three types of people alive on earth when Jesus returns. He will systematically evaluate each 

one for judgment or reward, according to their works (Rom. 14:10; 2 Cor. 5:10; Rev. 2:23; 20:12-13).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세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분은 그들이 행한 

일에 따라 한사람씩 심판과 상급을 조직적으로 평가하실 것이다.   
 

1. Redeemed: The saints who are gathered at the “rapture” during the first stage of Jesus’ procession 
across the sky (Mt. 24:30-31; Mk. 13:26-27; 1 Cor. 15:51-52; 1 Thes. 4:16-17; Rev. 1:7; 10:7). 
구원 받은자: 예수님의 첫번째 단계의 하늘을 가로지르는 행차 동안 휴거되어 모여지는 

성도들이다 (마 24:30-31; 막 13:26-27; 고전 15:51-52; 살전 4:16-17; 계 1:7; 10:7). 
 
Mk. 13:26 Then they will see the Son of Man coming in the clouds with great power and glory. 27 
And then He will send His angels, and gather together His elect from the four winds, from the 
farthest part of earth [rapture] to the farthest part of heaven [resurrection]. 
마가복음 13:26 그 때에 인자가 구름을 따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27 또 그 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휴거] 하늘 끝까지[부활] 사방에서 모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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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eprobate: The wicked who took the “mark of the Beast” and will be executed, imprisoned in Hades 
for 1000 years and then sentenced to the Lake of Fire forever (Isa. 66:22-24; Rev. 14:9-11; 19:21). 
타락한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악한 자들로 처형되고, 1000 년 동안  음부에 수감된 후 

영원한 불못행을 선고 받을 것이다 (사 66:22-24; 계 14:9-11; 19-21). 
 
Rev. 14:9 If anyone worships the beast and his image, and receives his mark… 10 he himself shall 
also drink of the wine of the wrath of God, which is poured out full strength into the cup of His 
indignation. He shall be tormented with fire and brimstone… 11 And the smoke… ascends 
forever… 
계시록 14:9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3. Resistors: These are the unsaved survivors (Jews and Gentiles) of the Tribulation judgments who 
refused to worship the Antichrist, yet were not “born again”. This includes the unsaved remnant of 
Israel, as well as, Gentiles from every nation. These will all have an opportunity to receive Jesus as 
their Savior after He returns and will be among those who populate the Millennial earth. The Scripture 
refers to these “resistors” as those “who are left”, those “who survived”, those “who escaped”, those 
“who remain”, the “preserved ones” or the “remnant” (Isa. 4:3-6; 10:20-23; 11:11-12; 49:6; 65:8; 
66:19; Jer. 31:2; Ezek. 20:38-42; 36:33-36; Dan. 12:1; Amos 9:9-12; Joel 2:32; Zech. 12:14; 13:8; 
14:16).  
저항한 자: 이들은 환란의 심판에서 구원받지 않은 살아남은 자 (유대인과 이방인) 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 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말한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 후에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영접할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고 천년 왕국에서 살아갈 자들이다. 성경에서 이 

“저항한 자”를 “남아 있는 자”, “살아남은 자”, “탈출한 자”, “생존한 자”, “보존된 자” 또는 

“남은 자”라고 언급하고 있다 (사 4:3-6; 10:20-23; 11:11-12; 49:6; 65:8; 66:19; 렘 

31:2; 겔 20:38-42; 36:33-36; 단 12:1; 암 9:9-12; 욜 2:32; 슥 12:14; 13:8; 14:16). 
 
Isa. 11:11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that the Lord shall set His hand again the second time to 
recover the remnant of His people who are left, from Assyria and Egypt… and the islands of the 
sea.  
이사야 11:11 그 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앗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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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UNDERSTANDING JESUS’ 1000-YEAR MILLENNIAL REIGN ON EARTH 
이 땅에서 있을 예수님의 1000 년 천년왕국의 통치 이해하기 

 
A. As King, Jesus will establish righteousness, peace and truth in the nations (Ps. 45:4-6; Isa. 9:6-7) during 

the “restoration of all things” (Acts 3:21), called the Millennium.  He will do this by healing individual 
lives (minds, emotions, motives, wills, bodies), restoring families (Mal. 4:5-6), reviving the Church (unity, 
purity, power), transforming society (Dan. 7:13-14, 27; Rev. 11:15), and restoring the created order (Acts 
3:21).  
왕으로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모든 것을 회복” (행 3:21) 하시는 기간 동안 의와 

평강과 진리를 모든 열방 가운데 (시 45:4-6; 사 9:6-7) 성립하실 것이다. 그분이 이것을 

개개인의 삶 (생각, 감정, 동기, 의지, 몸) 의 치유와 가족의 회복 (말 4: 5-6),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연합, 순결, 능력),  사회를 변화시키시며 (단 7:13-14; 27; 계 11:15), 창조의 질서를 

회복 (행 3:21) 하심으로써 이루실 것이다.  
 
B. The “Millennium” (Latin ‘mille’ a thousand) is a literal 1,000-year period when Jesus will be crowned 

“King over all the earth” (Zech. 14:9) and rule the nations, as the greater “Son of David” upon His Throne 
of Glory from the city of Jerusalem (2 Sam. 7:1-17; Ps. 132:11-18; Isa. 9:6-7; 16:5; Jer. 23:5-6; Lk. 1:31-
33). John was the only person in Scripture to have insight into this 1000-year time frame (6x Rev. 20). 
“천년왕국” (헬라어 ‘mille’가 1000 이다) 은 문자적으로 1000 년의 시간이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열방의 왕” (슥 14:9) 으로서 왕위에 오르시고, 위대한 “다윗의 자손”으로 영광의 

보좌에 올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열방을 통치 하실 것이다 ( 삼후 7:1-17, 시 132:11-18; 사 

9:6-7; 16:5; 렘 23:5-6; 눅 1:31-33). 사도 요한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1000 년의 시간에대한 

통찰력을 가진 자였다 (계 20).  
 
Isa. 9:6 Unto us a Child is born… a Son is given; and the government will be upon His shoulder. 7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peace there will be no end, up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order it and establish it with judgment and justice from that time forward, even forever.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C. At this time the Kingdom will be openly manifest worldwide affecting every sphere of life (spiritual, 

political, judicial, social, financial, educational, technological, environmental). Jesus will take legal 
dominion over every sphere of society in every nation of the earth in partnership with the saints. His 
kingdom is comprehensive, everlasting and incorruptible (Dan. 7:13-14, 18, 22, 27; Rev. 11:15-19).  
이 시간에 왕국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며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영적, 정치적, 법적, 사회적, 재정적, 교육적, 기술적, 환경적). 예수님은 성도들과 동역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열방의 사회의 모든 영역위에 합법적 통치를 취하시게 될 것이다. 그분의 
왕국은 광범위하고, 영존하며 썩지 않는다 (단 7:13-14, 18, 22, 27; 계 1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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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7:13 Behold, One like the Son of Man, coming with the clouds of heaven! He came to the Ancient 
of Days… 14 Then to Him was given dominion and glory and a kingdom, that all peoples, nations, and 
languages should serve Him [comprehensive]. His dominion is an everlasting dominion, which shall 
not pass away, and His kingdom the one which shall not be destroyed [incorruptible]. 27 His kingdom 
is an everlasting kingdom, and all dominions shall serve Him. (Zech. 14:9) 
다니엘 7:13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14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광범위]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썩지 않음] 27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슥 14:9)  
 

D. In the Millennium Jesus will receive an unprecedented measure of favor in 7 specific spheres of life. The 
key to understanding this passage is in Jesus’ ability, as a resurrected human King, to “receive” this 
directly from the Father and through the collective grace of the Holy Spirit upon His people. The Lamb 
who was “worthy” to give everything for the sake of all is now “worthy” to receive everything for the sake 
of all. 
천년왕국에서 예수님은 삶의 7가지 영역에서 유례없는 크기의 호의를 받으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열쇠는 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부활한 인간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안에 
있다는 것과 그분의 백성들 위에 임하신 성령님의 종합적인 은혜를 통해서라는 것이다. 모든 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존귀한” 어린양께서 이제는 모든 이를 위해 모든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Rev. 5:11 I heard the voice of many angels around the throne… 12 saying with a loud voice, “Worthy is 
the Lamb… to receive power and riches and wisdom and strength and honor and glory and blessing!” 
계시록 5:11 내가 또 보고 들으매…12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 Power - all of the political power and authority to govern every national government. 

능 력  - 모든 국가의 정부를 통치할 모든 정치적 힘과 권위 
2. Riches - all of the financial wealth and resources of both heaven and earth to execute His plan. 

부 – 그분의 계획을 실행할 하늘과 땅의 모든 재정적 부와 자원들 
3. Wisdom - all of the wisdom of the Spirit and collective insight of His people for His purposes. 

지 혜 – 그분의 목적들을 위한 총체적인 그분의 사람들의 통찰력과 모든 성령의 지혜 
4. Strength - an infinite supply of spiritual and emotional stamina, as He directs the strength of nations. 
힘  -    열방의 힘을 지시할 때의 영적, 감정적인 힘의 무한한 공급 

5. Honor - the most sought out Man throughout the nations as He receives the utmost relational honor. 
존 귀 -  최상의 관계적 존귀를 받으실 때에 열방에서 가장 찾음바 되시는 분    

6. Glory - every knee will bow and every tongue confess, as He receives all of the glory due His name. 
영 광  -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모든영광을 받으실 때 모든 무릎은 꿇고, 모든 입이 고백할 것 

7. Blessing - an unprecedented blessing from the Father and all the people for His purposes and plans.  
축 복  -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 아버지와 모든 사람들로부터 오는 유례없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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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The result will be a 1,000-year period of unprecedented blessing for the whole earth, as Jesus establishes 
righteousness, peace and prosperity in society, while progressively restoring the atmosphere, agriculture, 
and animal life to the original paradise-like conditions seen in the Garden of Eden (Rev. 20:1–6; Isa. 2:1–
4; 9:6-9; 11:1–16; 51:1–8; 60–62; 65:17–25; Ps. 2:6–12; 110:1–7; Deut. 8; 28; Job. 5:23; Hos. 2:18; Zech. 
6:12; Mt. 5:5; 6:10; 17:11; 19:28; 28:19; Acts 1:6; 3:21).   
1000년 동안의 전 지구의 유례없는 축복의 결과는, 점차적으로 환경, 농업과 동물계에 
에덴동산에서 보여진 본래의 천국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동안, 예수님이 사회에 의와 평강 번영을 

이루시는 것이다 (계 20:1–6; 사 2:1–4; 9:6-9; 11:1–16; 51:1–8; 60–62; 65:17–25; 시 2:6–12; 110:1–7; 
신 8; 28; Job. 5:23; 호 2:18; 슥 6:12; 마 5:5; 6:10; 17:11; 19:28; 28:19; 행 1:6; 3:21). 
 
Zech. 6:12 “Behold, the Man whose name is the BRANCH! From His place He shall branch out…”  
스가랴 6:12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돗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1. Atmospheric Conditions - The heavens will operate perfectly again according to God’s original design 
as a “global greenhouse”  (Gen. 2:4-6; Mt. 8:23-27; 1 Cor. 15:24-28; Eph. 1:10; 2 Pet. 3:10-13; Rev. 
12:7-12; 21:1). The moon will shine like the sun and sun will be 7 times brighter than today (Isa. 
30:26). 
대기 환경 – 하나님이 본래 디자인한 “지구의 온실”로써 하늘은 완벽하게 다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창 2:4-6; 마 8:23-27; 고전 15:24-28; 엡 1:10; 벧후 3:10-13; 계 12:7-12; 21:1) 
 
2 Pet. 3:13 We… look for new heavens and a new earth in which righteousness dwells. 
베드로후서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2. Agricultural Conditions – Produce will thrive in quality, size and abundance due to the progressive 
removal of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sin (drought, famine) and the progressive increase of the 
positive benefits of righteousness (Job. 5:23; Isa. 35:1-6; 51:3; Ezek. 34:26-29; 36:30-35; 47:1-12; Joel 
3:18). 
농업 환경 – 점진적인 죄의 부정적 결과들 (가뭄, 기근) 의 제거와 점진적인 공의의 긍정적인 
유익의 증가로 인해 농산물이 질적, 크기적으로 풍성하게 잘 자라게 될 것이다 (욥 5:23; 사 35:1-
6; 51:3; 겔 34:26-29; 36:30-35; 47:1-12; 욜 3:18). 
 
Ezek. 36:35 They will say, ‘This land that was desolate has become like the garden of Eden…’ 36 
Then the nations… shall know that I… have rebuilt the ruined places and planted what was 
desolate. 
에스겔 36:35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36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3. Animal Life - Jesus will break the curse of lawlessness seen in the animals due to sin (Rev. 6:8) by 

making a “covenant of peace” with them again (Job 5:23; Isa. 11:1-9; 65:25; Hos. 2:18). 
동물계 – 동물들과 다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심으로 예수님이 죄로인해 동물계에 보여졌던 
불법들의 저주를 끊으실 것(계. 6:8)이다 (욥 5:23; 사 11:1-9; 65:25; 호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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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11:6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young goat…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7 The cow and the bear shall graze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8 The nursing child shall play by the cobra’s hole… (Isa. 65:25) 
이사야 11: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사 65:25) 
 
4. Age - Due to multiple factors in the environment (increased oxygen in the atmosphere, enhanced 

nutrients in agriculture), the decrease of sinful activity and elimination of Satan’s influence, the life 
spans of those with natural bodies will be reversed. Even those living up to 100 years will be 
considered as having a short life. It will be common to live over 500 years, as before Noah’s flood 
(Gen. 6:3). 
나이  - 환경안에 복합적인 요소들(대기안에 증가된 산소, 농업안에 증가된 영양소들) 죄악된 
활동의 감소와 사단의 영향력의 제거로 인해서, 자연적 몸을 가진 사람들의 수명은 반전될 
것이다. 100세까지 사는 사람들이라도 단명하는 것이라 여겨지게 될 것이고,  500명을 넘게 
사는것은 노아의 홍수전 처럼 보통의 일이 될 것이다 (창 6:3).   
 
Isa. 65:20 No more shall an infant from there live but a few days, nor an old man who has not 
fulfilled his days; for the child shall die one hundred years old… 22 For as the days of a tree, so 
shall be the days of My people, and My elect shall long enjoy the work of their hands.  
이사야 65:20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를 젊은이라 하겠고… 22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5. Population Explosion – The nations will rapidly increase in number as those with natural bodies marry 
and begin having children with extended life spans (Isa. 49:18-20; 60:22; 65:20, 22-23; Jer. 23:3).  
인구의 폭발적 증가 – 열방은 자연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하고 연장된 수명으로 아기를 
가짐으로 급속도로 그 수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사 49:18-20; 60:22; 65:20, 22-23; 렘 23:3). 
 
Isa. 60:22 A little one shall become a thousand, and a small one a strong nation.  
이사야 60:22 그 작은 자가 천 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F. Jesus’ primary mandate in the Millennium is to prepare the earth for the Father’s permanent coming by 
bringing the nations into voluntary righteousness that has grown, matured and been tested (Rev. 20:7-10).  
천년왕국에서의 예수님의 주요한 명령은 열방을 성장하고, 성숙하고, 시험을 거친 자발적인 의로 
이끄심으로써 영원히 오실 아버지를 위해 땅을 준비시키는 것이다 (계 20:7-10).    
 
1 Cor. 15:24 Then comes the end, when He delivers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when He puts an 
end to all rule, authority and power. 25 For He must reign till He has put all enemies under His feet.  
고전 15: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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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THE GREATEST MATURITY NECESSITATES THE GREATEST REVELATION OF JESUS! 
     가장 위대한 성숙은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계시를 필요로 한다!   
 

A. The book of Revelation is the most comprehensive description of who Jesus is found anywhere in 
Scripture. The title of the book is,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Rev. 1:1), because its primary 
purpose is to unveil the infinite beauty and transcendent majesty of Jesus to transform the Church into a 
mature Bride (Eph. 4:13-16; 5:27; Rev. 19:7). Since we are progressively transformed into what we 
behold (2 Cor. 3:18), the greatest maturity of the Church requires the greatest revelation of Jesus, which is 
the book of Revelation.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다른 어떤 성경보다 가장 광범위하게 묘사된 책이다. 

이책의 타이틀이 “예수그리스도의 계시” (계 1:1) 인데, 이 책의 주요 목적이 교회를 성숙한 신부로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초월적인 장엄함을 드러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엡 4:13-16; 5:27; 계 19:7). 우리는 보는 것에 의해 점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고후 3:18), 교회의 
가장 위대한 성숙은 가장 위대한 예수그리스도의 계시를 필요로하는데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2 Cor. 3:18 But we all, with unveiled face, beholding as in a mirror the glory of the Lord, are being 
transformed into the same image from glory to glory, just as by the Spirit of the Lord.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B. Jesus is not only the highest revelation of God to us (Col. 1:19; 2 Cor. 4:6), but the highest revelation of 
Man to us as well (Lk. 13:32; Heb. 2:10; 5:9; 7:28)! He not only shows forth all the fullness and perfection 
of the Father, but He also reveals the fullness and perfection of all that man was intended to be!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높은 계시일 뿐만 아니라 (골 1:19; 고후 4:6), 우리에게 가장 높은 
인간 (Man) 의 계시이다 (눅 13:32; 합. 2:10; 5:9; 7:28)! 그분은 아버지의 충만함과 완벽함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본래 의도되었던 인간의 충만함과 완벽함을 또한 계시하신다! 
 
Col. 1:15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19 For it pleased the Father that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should dwell… (2 Cor. 4:4-6; Col. 2:2-3, 8-10; Heb. 1:1-3; 1 Tim. 3:16) 
골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후 4:4-6; 골 2:2-3, 8-10; 히 1:1-3; 딤전 

3:16) 
 
2 Cor. 4:6 For it is the God who commanded light to shine out of darkness, who has shone in our 
hearts to give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the glory of God in the face of Jesus Christ. 
고후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C. The book of Revelation also gives more insight and specific information on the end-times, including the 

brilliance of God’s unfolding battle-plan to prepare the Church to transition the earth in mature 
partnership with her Bridegroom through global unified eschatological prayers of faith (Jer. 23:20; 30:24; 
Lk.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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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은 마지막때에 대한 더 많은 통찰력과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것은 전 지구적으로 

연합된 종말론적인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이 땅을 신랑과의 성숙한 동역으로 전환하도록 

준비하기 위한 뛰어난 하나님의 펼쳐지는 전투 계획을 포함한다 (렘 23:20; 30:24; 눅 18:7-8). 
 

D. In Rev. 1, Jesus highlights 52 distinct aspects of His eternal majesty, strategically given in 14 titles, 10 
attributes (inherent qualities) and 28 descriptions that were meant to transform John (2 Cor. 3:18), giving 
him perspective to interpret, pray and prophesy the following events (Rev. 10:10-11). These truths 
strategically reveal Jesus’ glory, equipping our hearts and minds to respond to Him in very specific ways.  
계시록 1 장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영원한 장엄함에 대한 52개의 다른 면을 하일라이트 하셨고, 
전략적으로 주어진 14개의 타이틀, 10개의 속성 (타고난 본성) 과 28개의 묘사는 요한을 변화 
(고후 3:18) 시키고, 그에게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 (계 10:10-11) 을 해석하고, 기도하고, 예언할 수 
있는 관점을 주기 위한 것이였다. 이 진리들은 전략적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매우 
자세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분께 반응하도록 준비시켜준다.  
 
Rev. 1:10 I heard behind me a loud voice, as of a trumpet, 11 saying, “I am the Alpha and the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 . .” 12 And having turned I saw . . . 13One like the Son of Man, clothed with a 
garment down to the feet and girded about the chest with a golden band. 14His head and hair were 
white like wool, as white as snow, and His eyes like a flame of fire; 15His feet were like fine brass, as if 
refined in a furnace, and His voice as the sound of many waters; 16He had in His right hand seven 
stars, out of His mouth went a sharp two-edged sword, and His countenance was like the sun shining in 
its strength.  
계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11 이르되 (“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12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 보려고…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 
 

E. Like stepping out of a dark room into the bright Hawaiian sun, be patient as your eyes slowly adjust to the 
light of Jesus’ glory.  Each phrase is like the tip of a massive iceberg of truth that God will use to escort us 
into the deepest things of His heart (1 Cor. 2:9-11).  Let’s mine for the gold found below the surface. 
Remember, God hasn’t hidden Himself from us, but rather for us to search Him out and find (Pr. 25:2)!  
어두운 방에서 나와 밝은 하와이의 태양빛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의 빛에 당신의 눈을 
천천히 맞추는 것에 인내하라. 각 단계는 그분 마음의 가장 깊은 것들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호위하기 위해 사용하시는 진리의 크나 큰 빙산조각과도 같다 (고전 2:9-11). 표면 아래서 찾게 될 
금을 캐보자.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감추신적이 없으시지만,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찾고, 발견하게 하신다 (잠 25:2)!      
 
Pr. 25:2 It is the glory of God to conceal a matter, but the glory of kings is to search out a matter.  
잠 25:2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F. As we understand Jesus’ heart (what He feels), His mind (what He thinks) and His leadership (His plans), 

we are progressively transformed to feel, think and act like Him, while being prepared to partner with to 
release His plans upon the earth through pr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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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마음 (그분이 느끼는 것), 그분의 정신 (그분이 생각 하는것), 그리고 그분의 리더십 
(그분의 계획들) 을 이해하게 될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의 계획들을 풀어놓는 
동역자로 준비되어 가면서, 점차적으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분과 같이 변화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