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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n Key End-Time Events and Trends (Dan. 12:1-10)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곱 가지 사건과 경향들 (단 12:1-10) 

I. THE LORD’S VIEW OF THE FUTURE (DAN. 12:1-10) 
미래에 대한 주님의 관점 (단 12:1-10) 

A. Daniel 12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pters in the Bible on the end times. A mighty angel gave Daniel an 
unusual amount of detail about what will happen in the generation of Jesus’ return. This angel assured Daniel 
of the ultimate triumph of God’s people related to the Great Tribulation. It will be the most unique, powerful, 
glorious, violent, difficult, important generation in history.  

다니엘서 12장은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 가장 중요한 장 중의 하나이다. 힘센 천사는 다니엘에게 
예수님의 재림의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지에 대해 상당히 많은 양을 가르쳐줬다. 이 천사는 
다니엘에게 대 환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확증해줬다. 이는 역사상 
가장 특별하고, 강력하며, 영광스럽고 맹렬하며, 어렵고 중요한 세대가 될 것이다. 

B. The greatest victory for God’s people will come in the context of their greatest persecution. There is coming 
a time of unprecedented trouble that will result in an unprecedented victory for God’s people. A great revival 
and harvest of new souls will occur at the same time as the falling away. 

하나님의 백성이 가질 가장 큰 승리는 그들이 가장 큰 핍박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전에 없는 큰 환난이 임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전에 없던 승리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것이다. 대 
부흥과 영혼의 추수는 배교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C. Daniel 12 emphasizes God’s sovereign power over all—that history is heading towards a glorious future in 
which His people will prevail in victory. Our God knows the end from the beginning.  
Jesus is leading history and the nations into a time that will result in God’s glory filling the earth.  
It will be the greatest hour in history and will be a great privilege for believers living at that time. 

다니엘서 12장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준다. 역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시작부터 마지막의 일을 알고 계셨다. 
예수님께서는 역사와 열방을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게 될 날로 이끌고 계신다. 
이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간이 될 것이며, 이 때에 살아갈 성도들에게는 큰 특권의 시간이 될 것이다. 

D. The truths of Daniel 12 will give God’s people confidence and courage to stand for truth and to live godly, 
instead of yielding to fear, offense, confusion, deception, and compromise. Details of God’s end-time plan 
were shown to Daniel so that God’s people would prepare themselves spiritually.  

다니엘서 12장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움과 절망, 혼란과 미혹과 타협에 빠지기보다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진리를 드러내며 경건하게 살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치신 마지막 때 
계획의 자세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준비되게 할 것이다. 

E. The wheat and the tares will mature together at the end of the age. (Mt. 13:30). 

곡식과 가라지는 마지막 시대에 함께 자라나게 될 것이다 (마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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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nd at the time of harvest I will say…‘First gather the tare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them, but gather the wheat into my barn.’” (Mt. 13:30) 

30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 13:30) 

F. It is important to resolve to be faithful before the intensity of temptation and persecution escalates.  

우리가 미혹과 핍박의 강도가 증가하기 이전에 충성되기로 결심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G. Optimum environment: We must see the big picture—the negative and positive aspects—knowing that God 
is establishing the optimum environment for His people to walk in love, power, and purity. What the devil 
means for evil, God will use for good, to train His people and cause them to mature. God uses the least 
severe means to bring the greatest number of people to the deepest level of love.  

최상의 환경: 우리는 부정적인 부분과 긍정적인 부분 모두를 포함한 큰 그림을 봐야만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사랑과 능력과 정결함 가운데 서나가도록 최상의 환경을 세우고 계심을 알아야 한다. 
사단은 악한 일을 계획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선한 목적, 즉 자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데 사용하실 
것이며 이들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일해나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깊은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가장 최소한의 어려움을 사용하실 것이다. 

H. Jesus called His people “to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and pointed us to the book of Daniel to gain 
understanding of it (Mt. 24:15). Paul and John elaborated on it (2 Thes. 2; Rev. 13).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s the central event that helps us see Jesus’ view of the end times. This is the only political and 
religious event that Jesus identified to let His people know that they were in the generation of His return and 
that the Great Tribulation had started.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멸망의 가증한 것을 “보라”고 말씀하셨으며, 이것과 연관이 있는 
다니엘서를 가리키셨다 (마 24:15). 바울과 요한은 이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했다 (살후 2장, 계 13 장). 
멸망의 가증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 마지막 때에 대한 그림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그분의 재림의 세대에 있으며, 대 환란이 시작되는 때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두신 유일한 정치적, 종교적인 사건이다. 
15“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standing in the holy 
place” (whoever reads, let him understand)…21the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Mt. 24:15, 21)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 …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 (마 24:15, 21) 

I. Two components of the abomination are the image and the mark of the Beast (Rev. 13:15-18). The 
abomination will include the Antichrist claiming to be God and forcing the nations, by law and with state 
resources, to worship him as God, under penalty of death.  

이 가증한 것의 두 가지 요소는 우상과 짐승의 표이다 (계 13:15-18). 이 가증한 것에는 적그리스도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과, 열방으로 하여금 법과 국가 재원을 사용해서 그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벌로 죽게끔 만드는 일이 포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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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aniel 11-12 describes one vision in which an angel continued in one long conversation with Daniel about 
the end times, speaking of the Antichrist’s activities related to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Dan. 11:31; 
12:11). See mikebickle.org for more on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다니엘서 11-12 장은 천사가 다니엘과 마지막 때에 대해 나눈 긴 대화가 이어진 하나의 환상이며, 멸망의 
가증한 것과 연관된 적그리스도의 활동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11:31; 12:11).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해서는 노아 미니스트리의 다니엘서 Session 04 를 참고. 

K. Daniel 11:31-35 connects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v. 31) to what happens to God’s people. Notice 
seven themes—knowing God (11:32a), doing miracles (11:32b), receiving understanding (11:33a), reaching 
“many” in the harvest (11:33b), facing martyrdom (11:34a), receiving God’s help in persecution (11:34), and 
being brought to spiritual maturity with purity (11:35).  

다니엘서 11:31-35 절은 멸망의 가증한 것(31절)과 연관되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준다. 여기에서 나오는 7 가지 주제에 주목하라. 하나님을 앎 (11:32a), 기적을 행함 (11.32b), 지혜를 
얻음 (11:33a),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 추수를 행함 (11:33b), 순교를 당함 (11:34a),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 (11:34), 그리고 정결하게 되어 영적으로 성숙하게 됨 (11:35). 
31“They shall take away the daily sacrifices, and place ther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32But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be strong, and carry out great exploits [miracles]. 33And those of the 
people who understand shall instruct many…34When they fall [martyrdom], they shall be aided with a 
little help…35Some of those of understanding shall fall [martyrdom],  
to refine them, purify them, and make them white, until the time of the end.” (Dan. 11:31-35) 

31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32 …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기적들을]을 떨치리라 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 34 그들이 몰락할 때에 [순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순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단 11:31-35) 

L. Daniel 12:1-10 describes the full and final deliverance of God’s people (v. 2) with the release of God’s glory 
and righteousness (v. 3, 10) in the context of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v. 11).  

다니엘서 12:1-10절은 하나님의 백성의 충만한 마지막 구원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2 절), 이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의가 부어지며 (3, 10 절), 이 일들이 멸망의 가증한 것을 배경으로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다 (11 절). 
1“At that time Michael shall stand up…and there shall be a time of trouble [Great Tribulation]… at that 
time your people shall be delivered…2Many of those who sleep in the dust of the earth shall awake 
[resurrection]…” 3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 like…brightness…and 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10Many shall be purified… (Dan. 12:1-10)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 …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 (단 1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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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SEVEN KEY END-TIME EVENTS AND TRENDS (DAN. 12:1-10)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곱 가지 사건과 경향들 (단 12:1-10) 

A. #1 Time of trouble: This trouble is referred to by Jesus as a time of great tribulation (Mt. 24:21). The verse 
before Daniel 12:1 describes the Antichrist being established in Jerusalem (Dan. 11:45). 

#1 환난: 이 환난은 예수님께서 큰 환난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24:21). 다니엘서 12:1 절 이전의 구절은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설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단 11:45). 
1“At that time…there shall be a time of trouble, such as never was since there was a nation…” 7[an angel] 
swore…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3½ years]… and when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has been completely shattered,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Dan. 12:1, 7) 

1 그 때에 …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 7 … [천사가]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3 년 반]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단 12:1, 7) 

1. Great Tribulation: Jesus referred to Daniel 12:1 when teaching on the end times (Mt. 24:21). He 
described it as being so violent that, if the time were not cut short, no one would survive.  

 큰 환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실 때 단 12:1절을 인용하셨다 (마 24:21). 그분은 이 
때가 너무도 맹렬하기에, 이 때가 줄어들거나 감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셨다. 
15“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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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om physical death].” (Mt. 24:15-22)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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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 24:15, 22) 

2. Some shall fall in martyrdom (Dan. 11:33): There will be an unprecedented number of martyrs in the 
end times. I do not believe the majority of believers will be martyred, but each will face the possibility 
and have to decide whether they will stand for Jesus. The martyrdom of believers will have a 
sanctifying, redemptive effect, causing other believers to be refined.  

 얼마간의 사람들이 순교하게 됨 (단 11:33): 마지막 때에는 전에 없던 수의 순교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성도의 대다수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각 성도들은 순교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 편에 설 지를 결정해야 하게 될 것이다. 이 성도들의 
순교는 성도들을 순결하게 하며, 구원으로 이끌며, 다른 성도들이 정결케 되도록 할 것이다. 
33“They shall fall by sword…35Some of those of understanding shall fall [martyrdom], to refine 
them, purify them, and make them white, until the time of the end.” (Dan. 11:33-35) 

33 …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순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단 1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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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lling away: The falling away from the faith and the revealing of the Antichrist on the world stage 
are two signs that Paul gave, which will alert the Church to the nearness of Jesus’ return.  

 배교: 믿음에서 떠나는 이 배교 사건과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서게 되는 일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말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두 가지 징조이다. 
3Let no one deceive you by any means; for that Day will not come unless the falling away comes 
first, and the man of sin [Antichrist] is revealed, the son of perdition. (2 Thes. 2:3) 

3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3) 

1Now the Spirit expressly says that in latter times some will depart from the faith, giving heed to 
deceiving spirits and doctrines of demons…3forbidding to marry… (1 Tim. 4:1-3) 

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 3 혼인을 금하고  … (딤전 4:1-3) 

B.  #2 God’s people delivered: God’s people will be fully delivered physically (from persecution) and politically 
(from oppressive governments) by Jesus’ return. Some will be supernaturally delivered in times of 
persecution (Dan. 11:34), just as angels opened prison doors for Peter (Acts 5:19; 12:7-11).  

#2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됨: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 (핍박으로부터) 물리적으로, (핍박하는 
정부로부터) 정치적으로 완전히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천사가 사도 베드로의 옥문을 열어준 
것처럼 (행 5:19; 12:7-11) 핍박으로부터 초자연적으로 건짐을 받게 될 것이다 (단 11:34). 
1“Your people shall be delivered, every one who is found written in the book.” (Dan. 12:1) 

1 …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단 12:1) 

34“When they fall [martyrdom], they shall be aided with a little help.” (Dan. 11:34) 

34 그들이 몰락할 때에 [순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 (단 11:34) 

C. #3 Eternal rewards: The saints will be emboldened by the certainty of the resurrection, and eternal rewards 
(12:2-3). In the resurrection they will recover all that was lost in the persecution. Daniel was assured that the 
martyrs and the wise (who faithfully stand for the truth) would shine like stars forever. Jesus emphasized this 
promise (Mt. 13:43). It is worth choosing righteousness.  

#3 영원한 상급: 성도들은 부활과 영원한 상급의 확실함으로 인해 담대하게 될 것이다 (12:2-3). 그들은 
부활할 때에 핍박 가운데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순교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충성되게 진리의 편에 선 자들)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을 확신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을 강조하셨다 (마 13:43). 우리는 의를 택할만한 가치가 있다. 
2“Those who sleep in the dust of the earth shall awake [resurrection]…to everlasting life… 3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forever.” (Dan.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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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부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단 12:2-3) 

D. #4 Supernatural ministry: There will be great miracles (11:32), including much angelic activity by Michael 
and his angels (Rev. 12:7-9) and a global outpouring of the Spirit (Joel 2:28). 

# 초자연적인 사역: 이 때에는 큰 기적들이 있게 될 것이며 (11:32),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의 활동을 비롯한 
많은 천사의 활동들이 있게 될 것이며 (계 12:7-9), 성령이 전 지구적으로 부어지게 될 것이다 (욜 2:28). 
32“But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be strong, and carry out great exploits [miracles].” (Dan. 
11:32) 

32 …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기적] (단 11:32) 

1. Michael shall stand up: This indicates that an increase of angelic activity will be manifested in the 
end times. Michael and his angels will cast Satan and his demons out of heaven to earth (Rev. 12:7-9). 
I believe this will result in angelic ministry increasing. Angels intervened to help the saints in the book 
of Acts (Acts 1:10; 5:19; 8:26; 10:3; 12:7-10, 23; 27:23).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는 마지막 때에 천사의 활동들이 증가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단과 악한 영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아버릴 것이다 (계 12:7-9). 이로 인해 
나는 천사들의 사역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도행전에서 천사들은 성도들의 일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었다 (행 1:10; 5:19; 8:26; 10:3; 12:7-10, 23; 27:23). 
1“At that time Michael shall stand up…there shall be a time of trouble [Great Tribulation] …at that 
time your people shall be delivered… (Dan. 12:1) 

1 그 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  [대 환난]이 있으리니 … 그 
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단 12:1) 

7And war broke out in heaven: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with the dragon…9The great dragon 
was cast out…the Devil…he was cast to the earth…” (Rev. 12:7-9) 

7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 9 큰 용이 내쫓기니  … 사탄이라고도 하며 …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 (계 12:7-9) 

2. Prophetic spirit: The Lord will pour out His Spirit on “all flesh”—every believer. This would have 
been a radical idea to Israel, who saw the norm as the Spirit resting on male prophets, not women, 
children, or Gentiles. All prophetic insights must honor the written Word. 

 예언의 영: 주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부어주실 것이다. 이는 성령이 
여성이나 아이, 이방인이 아닌 남성 선지자 위에 부어지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급진적인 생각이었다. 모든 예언적인 감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8“…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flesh;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shall prophesy, Your old 
men sha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shall see visions. 29And also on My menservants and on 
My maidservants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Joel 2: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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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 (한글 KJV: 모든 육체 )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욜 22:28-29) 

E. #5 The wise: The people of understanding will understand God’s end-time plan (11:33; 12:10).  
The wise at the time of the end will understand, from God’s perspective, what is happening in the nations. 
Those who are wise respond in a way that is very different from those who are deceived, offended, and 
overcome with fear The wise in this passage are wise in matters related to Daniel’s end-time vision (Dan. 11-
12); having clarity from the Word about what is happening in the earth.  

# 지혜로운 자: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계획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11:33; 12:10).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자들은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은 미혹을 당한 자들이나 실족한 자들,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과는 매우 다르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이 구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란 다니엘의 마지막 때 환상과 연관된 일들에 대해 지혜로운 
자들을 말하며 (단 11-12장),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말한다. 
33“And those of the people who understand shall instruct many.” (Dan. 11:33) 

33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 (단 11:33) 

3“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10…and none of the wicked shall understand, but the wise shall understand.” (Dan. 12:3, 10)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10 …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단 12:3, 10) 

1. The fact that they teach many indicates that many will be hungry to receive understanding. Someone 
without a public teaching ministry could teach many through social media. 

 그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실은, 이때에 많은 이들이 깨닫기를 갈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는 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2. 150 chapters: There are over 150 chapters in the Bible focusing on end-times. We must not neglect 
these since they come from the same Bible, reveal the same Jesus, and are inspired by the same Spirit 
as the gospels. See mikebickle.org for a list of 150 chapters on the end times.  

 150개 장: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50 개가 넘는 장들이 있다. 우리는 이 장들이 
동일한 성경에 있는 내용이며, 동일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복음서와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에 대한 150 개 장들에 대해서는 노아 
미니스트리 기타 시리즈를 참조하십시오. 

3. The anger of the Lord refers to His judgment of those who persist in rebellion at the time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Perfect understanding speaks of mature understanding.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여전이 주님께 반역하고 이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완전히 깨닫는다는 말은 성숙하게 이해하게 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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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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렘 23:20) 

F. #6 Harvest: Many will know God, receive salvation, and turn to righteousness (11:32; 12:3).  
John saw a great multitude coming to Jesus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Rev. 7:9, 14).  

#6 추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구원을 받으며, 의로움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11:32; 
12:3). 사도 요한은 대 환난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을 목격했다 (계 7:9, 14). 
3“Those who are wise…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Dan. 12:3) 

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 (단 12:3) 

9“…a great multitude which no one could number, of all nations, tribes,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14These…come out of the great tribulation.” (Rev. 7:9-14) 

9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14 …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 (계 
7:9-14) 

G. #7 Righteousness: The Lord’s plan will succeed as multitudes know and love Him, proclaim His wisdom, 
and walk in purity in the midst of the pressures in the end times (Dan. 11:33; 12:3, 10).  

#7 의로움: 마지막 때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수 많은 이들이 그분을 알고 사랑하게 되며, 그분의 지혜를 
선포하며, 정결함 가운데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하게 될 것이다 (단 11:33; 12:3, 10). 
32“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be strong…35Some of those of understanding shall fall, to refine 
them, purify them, and make them white, until the time of the end.” (Dan. 11:32-35) 

32 …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 35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 (단 11:32-35) 

 3“…turn many to righteousness…” …10“Many shall be purified, made white…” (Dan. 12:3, 10) 

3 …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 10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 (단 
12:3, 10)  

1. Know God: As people encounter the heart of the Father and the beauty of Jesus, they will call young 
people to a righteous lifestyle through a lens of love that sees the beauty, liberty, and excellence of 
“love-based” righteousness, which is obedience (Jn. 14:15, 21).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에 기반한” 의, 즉 순종의 아름다움과 자유, 탁월함을 이해하는 사랑의 관점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초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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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ny will turn when they see the compelling beauty, value, and liberty of obedient love. They will see 
purity as freedom that liberates the heart to walk in true love. Many will embrace godly lifestyles, and 
make the first commandment—to love God wholeheartedly—first in their lives. They will embrace 
deep purity in the face of the gross sexual immorality celebrated and promoted in the nations through 
the media, Internet pornography, and more. 

 많은 이들이 순종적인 사랑의 거절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치, 자유를 알게 될 때에 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결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게 
하는 자유함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경건한 삶을 받아들일 것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삶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방이 미디어나 인터넷 
포르노, 또 그 이상의 수단을 통해 지독한 성적 음란을 기뻐하며 더 증가시키는 가운데에서도 깊은 
정결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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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1P“At that time…there shall be a Utime of troubleU, such as never was since there was a nation…” P7P[an angel] swore…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3½ years]… and when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has been Ucompletely shattered...
	P1P 그 때에 … 또 U환난U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 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 P7P … [천사가]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3년 반]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U다 깨지기까지이니U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단 12:1, 7)
	1. Great Tribulation: Jesus referred to Daniel 12:1 when teaching on the end times (Mt. 24:21). He described it as being so violent that, if the time were not cut short, no one would survive.
	큰 환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 가르치실 때 단 12:1절을 인용하셨다 (마 24:21). 그분은 이 때가 너무도 맹렬하기에, 이 때가 줄어들거나 감해지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게 됨을 말씀하셨다.
	P15P“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P21PThere will be Ugreat tribulationU, such as has not been since the beginning of the world until this time…P22PAnd unless those days were shortened, Uno flesh would be savedU [from physical death].” ...
	P15P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 P21P 이는 그 때에 U큰 환난U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P22P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U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U [육신의 죽음으로부터]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마 24:15, 22)
	2. Some shall fall in martyrdom (Dan. 11:33): There will be an unprecedented number of martyrs in the end times. I do not believe the majority of believers will be martyred, but each will face the possibility and have to decide whether they will stand...
	얼마간의 사람들이 순교하게 됨 (단 11:33): 마지막 때에는 전에 없던 수의 순교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나는 성도의 대다수가 순교를 당하게 된다고 믿지 않는다. 하지만 각 성도들은 순교의 가능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예수님 편에 설 지를 결정해야 하게 될 것이다. 이 성도들의 순교는 성도들을 순결하게 하며, 구원으로 이끌며, 다른 성도들이 정결케 되도록 할 것이다.
	P33P“They shall Ufall by swordU…P35PSome of those of understanding Ushall fallU [martyrdom], to refine them, Upurify themU, and make them white, until the time of the end.” (Dan. 11:33-35)
	P33P … 그들이 U칼날U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 P35P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U몰락하여U [순교]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U정결하게 되며U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단 11:33-5)
	3. Falling away: The falling away from the faith and the revealing of the Antichrist on the world stage are two signs that Paul gave, which will alert the Church to the nearness of Jesus’ return.
	배교: 믿음에서 떠나는 이 배교 사건과 적그리스도가 세계 무대에 서게 되는 일은 사도 바울이 교회에게 말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리는 두 가지 징조이다.
	P3PLet no one UdeceiveU you by any means; for that Day will not come unless the Ufalling away Ucomes first, and the Uman of sinU [Antichrist] is revealed, the son of perdition. (2 Thes. 2:3)
	P3P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U미혹되지 말라U 먼저 U배교하는 일U이 있고 저 U불법의 사람U [적그리스도]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살후 2:3)
	P1PNow the Spirit expressly says that Uin latter timesU some will Udepart from the faithU, giving heed to deceiving spirits and doctrines of demons…P3PUforbidding to marryU… (1 Tim. 4:1-3)
	P1P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U후일에U 어떤 사람들이 U믿음에서 떠나U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 P3P U혼인을 금하고U … (딤전 4:1-3)
	P1P“UYour people shall be deliveredU, every one who is found written in the book.” (Dan. 12:1)
	P1P … 그 때에 U네 백성 중U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U구원을 받을 것이라U (단 12:1)
	P34P“When they fall [martyrdom], Uthey shall be aided with a little helpU.” (Dan. 11:34)
	P34P 그들이 몰락할 때에 [순교] U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U … (단 11:34)
	P2P“Those who sleep in the dust of the earth Ushall awakeU [resurrection]…Uto everlasting lifeU… P3PThose who are wise shall shine…those who turn many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UforeverU.” (Dan. 12:2-3)
	P2P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U깨어나U [부활] U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U… P3P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U영원토록U 빛나리라 (단 12:2-3)
	P32P“But the people who know their God shall be strong, and Ucarry out great exploitsU [miracles].” (Dan. 11:32)
	P32P …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U용맹을 떨치리라U [기적] (단 11:32)
	1. Michael shall stand up: This indicates that an increase of angelic activity will be manifested in the end times. Michael and his angels will cast Satan and his demons out of heaven to earth (Rev. 12:7-9). I believe this will result in angelic minis...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는 마지막 때에 천사의 활동들이 증가하게 됨을 말해주고 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은 사단과 악한 영들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쫓아버릴 것이다 (계 12:7-9). 이로 인해 나는 천사들의 사역이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사도행전에서 천사들은 성도들의 일에 개입해서 도움을 주었다 (행 1:10; 5:19; 8:26; 10:3; 12:7-10, 23; 27:23).
	P1PU“At that timeU Michael shall Ustand upU…there shall be a Utime of troubleU [Great Tribulation] …aUt that timeU your people Ushall be delivered…U (Dan. 12:1)
	P1P U그 때에U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U일어날 것이요U 또 U환난U [대 환난]이 있으리니 … U그 때에U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단 12:1)
	P7PAnd Uwar broke out in heavenU: Michael and his angels fought with the dragon…P9PTUhe great dragon was cast outU…the Devil…Uhe was cast to the earthU…” (Rev. 12:7-9)
	P7P U하늘에 전쟁이 있으니U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 P9P U큰 용이 내쫓기니U … 사탄이라고도 하며 … U그가 땅으로 내쫓기니U … (계 12:7-9)
	2. Prophetic spirit: The Lord will pour out His Spirit on “all flesh”—every believer. This would have been a radical idea to Israel, who saw the norm as the Spirit resting on male prophets, not women, children, or Gentiles. All prophetic insights must...
	예언의 영: 주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 위에, 모든 성도들 위에 부어주실 것이다. 이는 성령이 여성이나 아이, 이방인이 아닌 남성 선지자 위에 부어지는 것을 정상으로 생각하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급진적인 생각이었다. 모든 예언적인 감동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P28P“…I will pour out My Spirit on Uall fleshU;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Ushall prophesyU, Your old men shall Udream dreamsU, your young men shall Usee visionsU. P29PAnd also on My menservants and on My maidservants UI will pour out My SpiritU in ...
	P28P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U만민U(한글KJV: U모든 육체U)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U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U 너희 늙은이는 U꿈을 꾸며U 너희 젊은이는 U이상을 볼 것이며U P29P 그 때에 내가 또 U내 영을U 남종과 여종에게 U부어 줄 것이며U (욜 22:28-29)
	P33P“And those of Uthe people who understandU shall instruct UmanyU.” (Dan. 11:33)
	P33P 백성 중에 U지혜로운 자들이U U많은 사람을U 가르칠 것이나 … (단 11:33)
	P3PU“Those who are wiseU shall shine…those who turn UmanyU to righteousness like the stars… P10P…and none of the wicked shall understand, but Uthe wise shall understandU.” (Dan. 12:3, 10)
	P3P U지혜 있는 자U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U많은 사람을U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 P10P …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U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U (단 12:3, 10)
	1. The fact that they teach many indicates that many will be hungry to receive understanding. Someone without a public teaching ministry could teach many through social media.
	그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는 사실은, 이때에 많은 이들이 깨닫기를 갈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지 않는 자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많은 이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다.
	2. 150 chapters: There are over 150 chapters in the Bible focusing on end-times. We must not neglect these since they come from the same Bible, reveal the same Jesus, and are inspired by the same Spirit as the gospels. See mikebickle.org for a list of...
	150개 장: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150개가 넘는 장들이 있다. 우리는 이 장들이 동일한 성경에 있는 내용이며, 동일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고, 복음서와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이를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 때에 대한 150개 장들에 대해서는 노아 미니스트리 기타 시리즈를 참조하십시오.
	3. The anger of the Lord refers to His judgment of those who persist in rebellion at the time of the second coming of Christ. Perfect understanding speaks of mature understanding.
	여기서 여호와의 진노는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여전이 주님께 반역하고 이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말한다. 완전히 깨닫는다는 말은 성숙하게 이해하게 됨을 말한다.
	P20PThe anger of the Lord will not turn back until He has executed and performed the thoughts of His heart. UIn the latter days you will understand it perfectlyU. (Jer. 23:20)
	P20P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U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U (렘 23:20)
	P3P“Those who are wise…those who Uturn many to righteousnessU…” (Dan. 12:3)
	P3P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U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U … (단 12:3)
	P9P“…Ua great multitudeU which no one could number, of all nations, tribes, peoples, and tongues, standing before the throne…P14PThese…come out of the Ugreat tribulationU.” (Rev. 7:9-14)
	P9P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U큰 무리U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 P14P … 이는 U큰 환난U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 (계 7:9-14)

	P32P“The people who UknowU their God shall be strong…P35PSome of those of understanding shall fall, to Urefine themU, Upurify themU, Uand make them whiteU, until the time of the end.” (Dan. 11:32-35)
	P32P …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U아는U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 P35P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U연단을 받아U U정결하게 되며U U희게 되어U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 (단11:32-35)
	P3P“…turn UmanyU to righteousness…” …P10PU“Many shall be purifiedU, made white…” (Dan. 12:3, 10)
	P3P … U많은 사람을U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 P10P U많은 사람이U 연단을 받아 U스스로 정결하게 하며U … (단 12:3, 10)
	1. Know God: As people encounter the heart of the Father and the beauty of Jesus, they will call young people to a righteous lifestyle through a lens of love that sees the beauty, liberty, and excellence of “love-based” righteousness, which is obedien...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됨으로, 그들은 젊은이들에게 “사랑에 기반한” 의, 즉 순종의 아름다움과 자유, 탁월함을 이해하는 사랑의 관점을 통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초청할 것이다.
	2. Many will turn when they see the compelling beauty, value, and liberty of obedient love. They will see purity as freedom that liberates the heart to walk in true love. Many will embrace godly lifestyles, and make the first commandment—to love God w...
	많은 이들이 순종적인 사랑의 거절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가치, 자유를 알게 될 때에 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정결함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이 진정한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유게 하는 자유함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경건한 삶을 받아들일 것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첫째 계명을 삶의 가장 우선 순위에 두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열방이 미디어나 인터넷 포르노, 또 그 이상의 수단을 통해 지독한 성적 음란을 기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