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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1. Evidences are Compelling: The World History is Closing its Final
Chapter

■ 오늘의 본문말씀 : 요한계시록 22:20
*** Opening Prayer ***

Three weeks ago, I came to this church and gave my first preaching. 저는 삼주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제 첫
설교를 드렸습니다.

It was about The Book of Genesis and I explained how Genesis was related with the Gospel. 창세기에
대한 것이었는데, 창세기가 복음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Genesis and the Gospel are not only closely related, but the Gospel cannot stand alone without the Book
of Genesis. 창세기와 복음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창세기가 없이는 복음은 홀로 설 수 없습니다.

Thus anyone who reject the historical accounts in Genesis cannot understand the true message of the
Gospel. I firmly believe in that. 따라서 창세기의 역사적인 설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없으며, 저는 그것을 확실이 믿습니다.

Today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last Book of the Bible: The Book of Revelation.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Let’s open our Bible at Revelation 22:20, 요한계시록 22:20을 보겠습니다.
『Revelation22:20』 20 He which testifieth these things saith, Surely I come quickly.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요한계시록22:20』 20 이것들을증언하시는분께서이르시되, 내가 반드시속히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this Word. We will look at the Book of Revelation today. Please guide

us in your wisdom and let us find out how truthful your words are and lead us to understand why you
gave us this book of Revelation. Please keep us having a keen mind and faith so we can be faithful and
obedient to your words. In Christ name we pray, Amen.

1.1 Introduction
We studied that the Book of Genesis is a book of beginning. 우리는 창세기가 시작의 책임을 보았습니다.

Now we just read one verse of hope in Revelation, which finishes its sentence with longing for the
Christ’s return. 우리는 방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갈망으로 문장을 끝내는 요한계시록의 한 희망의 구절을
읽었습니다.

So we know how this universe began from the Book of Genesis and we also know how this universe
will end from the Book of Revelation. 우리는 이 우주가 창세기로부터 시작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 우주
요한계시록으로부터 끝날 줄을 알고 있습니다.

There are striking contrasts between Genesis and Revelation: 창세기와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놀란만한
대비가 있습니다.

In Genesis, the heaven and the earth were created. 창세기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되었습니다.
In Revelation, the new heaven and the new earth will be created. 요한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땅이

창조될 것입니다.
In Genesis, the Sun was created. 창세기에서, 태양이 창조되었습니다.
In Revelation, the Sun is no longer needed because the Christ is the light thereof. 요한계시록에서는,

태양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In Genesis, the Satan succeeded in corrupting the universe. 창세기에서, 사탄이 우주를 망치는데 성공했

습니다.
In Revelation, the Satan will be locked in the lake of fire forever.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이 불못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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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sis, the death was brought to this world.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In Revelation, the death will never find its place in the new earth and the new heaven.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음이 새하늘과 새땅에서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할 것입니다.
In Genesis, the paradise was lost. 창세기에서, 낙원을 잃었습니다.
In Revelation, the paradise will be restored. 요한계시록에서는, 낙원이 복구될 것입니다.
Most importantly, knowing Genesis and Revelation will tell you the end of the world is nearing soon!

가장 중요한 것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끝이 곧 다가오고 있음을 여러분께 말해 준다는 점입니다.
You may not be happy to hear this: But the end of the world is approaching quite rapidly. 여러분은 이

말을 듣는 것이 기분좋지 않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끝은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We should not be sad to hear about this.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슬프지 말아야 합니다.
In fact, we should rejoice to hear Jesus Christ’s imminent return. 사실, 우리는 예수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말을 듣고 기뻐해야 합니다.
How do I know it is imminent?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압니까?
I know because the Bible tells it is imminent. 성경이 임박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Today I will also mention the book of Esther to show that God is the Author of history and He is closing

His last chapter. 오늘 에스더기에 대해서도 언급할 터인데, 에스더기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저자이시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1.2 Daniel’s 70 Weeks. 다니엘의 칠십 이레
First of all, I want you to know that the survival of the nation of Israel is a strong evidence that God is in
control of His-Story. 무엇보다 먼저, 저는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국가가 살아남은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통제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증거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Let’s be reminded of Jewish histories and their recent establishment in 1948. 유대역사와 1948년의 이스
라엘 국가수립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The Israel establishment sets forth the clock of the world history. 이스라엘의 국가수립은 세계역사의
시간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I am not exaggerating.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The Jewish nation is the center axis of the world history. 유대국가는 세계역사의 중심 축입니다.
The fact that the Jewish nation disappeared for nearly 19th centuries and re-established in 1948 is God’s

hinting on His people that the clock is ticking fast. 유대국가가 거의 19세기 동안 사라졌다가 1948년에 재수
립된 것은 시계가 빨리 돌아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God blessed the Jewish people through Abraham and David and His promised will be fulfilled in the
millennial Kingdom.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유대백성에게 복을 주셨으며, 그분의 약속은
천년왕국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In the millennial Kingdom, we need a King.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Who is that King? 누가 그 왕입니까?
Jesus Christ is our King.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For the Kingdom, we need a wall, which must be built. 그 왕국은 성벽이 필요한데, 성벽은 반드시 세워

져야 합니다.
In the Book of Nehemiah, we know that building the wall was started by Nehemiah.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의 천국이 느헤미야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See the Book of Daniel 9:25, 다니엘서 9:25절을 보겠습니다,
『Daniel9:25』 25 Know therefore and understand, [that] from the going forth of the commandment to restore and

to build Jerusalem unto the Messiah the Prince [shall be] seven weeks, and threescore and two weeks: the street shall
be built again, and the wall, even in troublous times.
『다니엘9:25』 25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즉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아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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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부터통치자메시아에이르기까지일곱이레와육십이이레가있으리니심지어곤란한때에거리와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Here, it says 69 weeks have already passed from the Nehemiah’s wall building in BC445 (Nehemiah 2:5)
to Jesus Christ’s entering into Jerusalem in AD32 (Luke 19:42). 여기에 육십 구 이레가 언급되어 있는데, 육십
구 이레는 BC445년 느헤미야의 성벽재건으로부터 예수그리스도께서 AD32년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때 까지로
이미 지나갔습니다. (누가복음 19:42)

This sums up to 483 years if 1-day is considered as 1-year which consists of 360 days. 이는 하루를 360
일을 가진 1년으로 치면 483년이 됩니다.

So, we have only 1 week left, which is equivalent to 7 years, before the millennial Kingdom begins. 그
러므로, 우리에게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까지 한 이레 만이 남았고, 이는 7년에 해당합니다.

Obviously we are running out of time as the clock had already ticked up to 483 years while approaching
to the millennial Kingdom. 시계가 이미 천년왕국을 향해 483년을 지나쳤고 시간은 고갈되어 가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However, this clock has temporarily stopped at the Christ death and the era of Gentile began so that not
only the Jews, but also the gentile can be included into the Kingdom of God. 하지만, 이 시계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일시적으로 멈췄고, 이방인의 시대가 시작되어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왕국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e don’t knowwhen this last 70th week will begin. 마지막 70번 째 주가 언제 시작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All we know is that this clock will tick again when the Church, the saved, is caught up in the air with

the Lord, after which see what happens during the 7-year tribulation: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시계가 교회,
구원받은 자가 공중으로 채여 올라갈 때 다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 후 칠 년 환란 동안 일어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Daniel 9:26 says after the 69th weeks, the Antichrist will appear during this last 7 years and he will
destroy the Jewish and Jerusalem: 다니엘서 9:26절은 69번째 이레 이후,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7년 동안
나타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파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Daniel9:26b』 26 ... and the people of the prince that shall come shall destroy the city and the sanctuary...
『다니엘9:26b』 26 ...장차 임할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In the beginning of the last 7 year, this Antichrist will persuade Israel and Palestine to sign a peace treaty.

칠 년의 시작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설득하여 평화조약을 맺게 할 것입니다.
See Daniel 9:27
『Daniel9:27』 27 And he shall confirm the covenant with many for one week...
『다니엘9:27』 27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레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Then later he will show his true evil nature and will start destroying Jerusalem and Jewish: See Daniel

9:27 그 후 그는 원래의 사악한 본성을 드러낼 것이며,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파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Daniel9:27』 27 ... and in the midst of the week he shall cause the sacrifice and the oblation to cease, and for the

overspreading of abominations he shall make [it] desolate, even until the consummation, and that determined shall be
poured upon the desolate.
『다니엘9:27』 27 ... 그가 그 이레의 한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The good news is that we don’t have to worry about this horrific 7-year tribulation period if you are
truly saved! 좋은 소식은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무서운 칠년환란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But when the 7-year tribulation begins, the Church, the saved, will be caught up together in the clouds
tomeet the Lord in the air (1 Thessalonians 4:17). 하지만 칠년환란이 시작될 때, 교회, 구원받은 자는 구름으로
함께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날 것입니다.

『1 Thessalonians4:17』 17 Then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shall be caught up together with them in the
clouds, to meet the Lord in the air: and so shall we ever be with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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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4:17』 17그뒤에살아서남아있는우리가그들과함께구름들속으로채여올라가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And the remaining Jewish people MUST undergo the 7-year tribulation to open their eyes to se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at they have been waiting for. 남은 유대인들은 칠년환란을 겪으며 그들의 눈을 떠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Only through this great tribulation and excruciatingly painful trials, the Jewish people will realize that
Jesus Christ is their Lord and Savior. 이 대환란과 고통스런 시련을 통해서만이 유대인들은 예수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이며 구원자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Therefore the great tribulation will be in fact a great blessing to Jewish, which will grant them to inherit
the King of God, the millennial kingdom. 따라서 대환란은 사실 유대인들에게 큰 축복이 될 것이며, 그들이
천년왕국, 하나님의 왕을 상속하도록 허락하게 될 것입니다.

God promised that millennial kingdom and His promise cannot be broken. 하나님은 천녕왕국을 약속하
셨고, 그분의 약속은 깨질 수 없습니다.

But therewas a big problem: They didn’t have a land. 하지만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에게 땅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If the Jewish people is to go through a great tribulation together as a nation, they needed a land, but
they had not had a land for a long time, nearly for 19 centuries. 만일 유대백성이 한 국가로서 대환란을 함께
통과해야 한다면, 그들에게 땅이 필요한데, 그들은 거의 19세기 동안이나 땅을 소유하지 못했었습니다.

But in 1948, God called for their union in the land of Palestine and the Jewish people miraculously
returned to their promised land. 하지만 1948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함께 부르셨고,
유대백성은 기적적으로 약속의 땅에 돌아왔습니다.

After nearly 19 centuries of non-existence of the Jewish state, we suddenly have the nation of Israel in
1948. 유대국가가 없어진 지 거의 19세기가 지난 후, 1948년에 이스라엘 국가가 생긴 것입니다.

Now the Jewish state is ready to receive their purification process, which is the 7-year tribulation. 이제
유대국가는 정화과정, 즉 칠년환란을 겪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What does this tell us?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The 7-year tribulation is near. 칠년환란이 가깝다는 말입니다.
We don’t know when this will begin. 우리는 이것이 언제 시작될 지 모릅니다.
But we certainly know it is near because the Jewish state is ready for the tribulation purification process.

그러나 그것이 가깝다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유대국가가 환란 정화과정을 겪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1.3 The Book of Esther
Now, let’s study the Book of Esther to see the evidence that Israel is the special nation in God’s plan inworld
history. 이제, 에스더기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특별한 나라라는 증거를 보겠습니다.

We all know how the people of Israel have started in the lineage of Abraham, Isaac, and Jacob. 우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가계에서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After the disintegration of the Northern Israel and Southern Judah, domination of the Babylonian and
Persian Empire had followed in the Middle Eastern world.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후,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가 중동지역을 지배했습니다.

Before the rising power of Greek and Rome, the Persian Empire dominated the politics and culture in
that region. 그리스와 로마가 발호하기 전, 페르시아 제국이 그 지역의 정치 문화를 지배했습니다.

Just like the cycle of any empires, the Persian Empire had also gradually decayed in themidst of the new
rising power of Greek. 모든 제국이 그렇듯이,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가 새로운 강국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점차 쇠퇴하였습니다.

Many of us know the famous battle between Persian and Greek, known as the Battle of Thermopylae,
the 300 Spartans. 많은 분들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유명한 전쟁, 테르모필레 전투와 삼백명의 스파르타인을
알고 있습니다.

It is during the reign of Xerxes, the son of Darius, who is the son of Cyrus, that the decline of the Per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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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ire has begun. 그것은 다리오의 아들이자, 고레스의 손자인 크세르크세스의 재위기간 중 일어났는데, 그
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쇠락이 시작되었습니다.

The king Xerxes had other name known as Ahasuerus, which is mentioned in the book of Esther. 크세
르크세스 왕은 아하수에로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더기에 그 이름이 언급됩니다.

We all know that this king had his eyes on Esther, who was chosen as the queen of the Persia Empire.
이 왕이 에스더에게 반해, 그녀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Because of the Israel’s disobedience to God, Jewish had ceaseless tough times during their divided king-
doms.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불복종으로 인해 유대인들은 왕국이 분열되어 있는 동안 끊임없이 힘든
시간을 겪었습니다.

Their unfriendly neighbors had inflicted much pain and trouble on Israel. 적대적인 이웃들이 이스라엘에
큰 상처와 고통을 가했습니다.

Among all of the troubles, this incident from the book of Esther was the particularly dangerous one
that had nearly wiped out the Jewish people because Haman the Amalekites (the Jewish hater) had plotted
genocide of Jewish people. 그 모든 고난 중에서도, 에스더기에 나오는 사건이야말로 유대인들이 거의 사
라지게 될 뻔 한 위험한 경우였는데, 유대인들을 혐오하는 아말렉 족속의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Nevertheless, God is the Author of His Story and kept His people saved through Esther, the queen of
Persia, the wife of the king Ahasuerus or Xerxes.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내인 에스더 왕비를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구출하셨습니다.

God had made Xerxes choose Esther among 400 virgins. 하나님은 크세르크세스가 400명의 처녀 중에서
에스더를 선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What do we learn from this story of Esther? 에스더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입니까?
It is God’s sovereignty, power, and providence that kept the Jews alive from theHaman’s insidious plot.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그리고 유대인들을 하만의 기도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We have to agree that God is the power behind all of the details.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작은 일들 뒤에

있는 권능이라는 것이 동의해야 합니다.
This survival of the Jews was not random or a coincidence, but there was the Planner and Coordinator

to this seemingly miraculous saving plan. 유대인들이 살아남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기적같은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시고 조정하신 분이 있습니다.

Because God was the Planner of the salvation of His people, no one could change the promise that God
has given to Abraham and David, the promise of their seed multiplied as the stars of the heaven, and as the
sand which is upon the sea shore; and thy seed shall possess the gate of his enemies (Genesis 22:17). 하나
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구원의 계획자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 그들의
씨가 하늘의 별 만큼, 바닷가의 모래만큼 번성하리라는 옉속, 그리고 그들의 씨가 적들의 문을 소유하리라는
약속을 바꿀 수 없습니다.

1.4 God’s Special Plan for Israel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In Leviticus 26:33, 레위기 26:33절에,

『Leviticus26:33』 33 And I will scatter you among the heathen, and will draw out a sword after you: and your
land shall be desolate, and your cities waste.
『레위기26:33』 33 내가 너희를 이교도들 가운데로 흩으며 또 칼을 빼어 너희를 뒤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며 너희 도시들이 폐허가 되리라.
Also see Deuteronomy 4:27, 또한 신명기 4:27절에,
『Deuteronomy4:27』 27 And the LORD shall scatter you among the nations, and ye shall be left few in number

among the heathen, whither the LORD shall lead you.
『신명기4:27』 27 또 주께서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으실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게 하실 그

이교도들 가운데서 너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을 것이며
Surely the ungodliness of the Jews was the reason for God to scatter them among the nations.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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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인들의 불신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들 가운데 흩으신 이유였습니다.
Throughout this scattering nearly two thousand years, they had no common culture, no common lan-

guage, and thus no means of communication. 거의 2천년 간 흩어져 지내면서, 그들은 공통의 문화도, 공통의
언어도, 소통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Then, to the best of human knowledge, it is impossible to think that this nation makes a dramatic come-
back.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 국가가 다시 극적으로 소생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But they did, by the power of God! 그러나 그들은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In Genesis 17:7, God made His covenant to Abraham, 창세기 17: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Genesis17:7』 7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between me and thee and thy seed after thee in their generations

for an everlasting covenant, to be a God unto thee, and to thy seed after thee.
『창세기17:7』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영존하는 언약으로 삼고

너와 네 뒤를 이을 네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This covenant is never to be broken and this covenant has proven to be true throughoutmany repeatable

historical accounts of Israel. 이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으며, 이 언약은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 진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For example, Jewish are the only ancient people who survived today. 예를 들어, 유대인은 오늘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고대 국가의 민족입니다.

Assyrian, Babylonian, Canaanite, and others have all disappeared. 앗시리아인, 바빌로니아인, 가나안
사람 등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This is particularly amazing after all scattering of the Jews over two thousand years. 유대인들이 2천년
이상 흩어진 후에도 그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더욱 놀랍습니다.

Mostly amazingly, the Jews flocked into their land and founded their nation in 1948! 더욱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1948년에 그들의 땅으로 모여들어 국가를 건설했다는 사실입니다.

Another surprising fact is that not all of these people who had flocked into the land were religious.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그 땅으로 모여든 사람들 모두가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Surely somewere religious, but a larger percentage of the populationwas the non-religious Jews.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큰 부분의 사람들은 비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Nevertheless, how could they return to the land of Canaan after being lost for 2000 years?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2천년 동안이나 잃어버렸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까?

This miracle can only be explained by God’s Words and Promise! 이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으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How powerful and faithful the God’s Promise is!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나 강력하고 믿을만 한 것인지요!
Every single prophecy of God’s Word has been accomplished. 하나님 말씀의 모든 예언은 다 성취되었

습니다.
Therefore it is quite reasonable to believe God’s prophecy yet to be fulfilled will be fulfilled with 100%

accuracy! 그러므로 아직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예언이 100% 정확하게 성취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일입니다.

If 100% accurate in the past, it will be 100% accurate in the future! 과거에 100% 정확했다면, 미래에도
100% 정확할 것입니다.

There is no mistake in God. 하나님께 실수는 없습니다.
Let’s see some examples of God’s prophecies. 하나님의 예언의 몇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If you see Leviticus 26:32, 레위기 26:32절을 보면,
『Leviticus26:32』 32 And I will bring the land into desolation: and your enemies which dwell therein shall be

astonished at it.
『레위기26:32』 32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안에 거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놀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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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nd of Israel has been desolate for more than two thousand years because God cursed it;하나님께서
저주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땅은 2천년 이상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All of the empires throughout the human history such as Assyrian, Babylonian, Persian, Greeks, Roman,
Osman Turkey, and more recently British had failed to settle down in Israel. 인간 역사를 통해 앗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오스만 투르크, 최근의 대영제국과 같은 모든 제국은 이스라엘에서
정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However, after the return of the Jewish people to Israel, the land revived and now Israel export fruits,
vegetable, and flowers to other nations.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 그 땅은 소생하였고, 이제
이스라엘을 과일과 야채, 꽃들을 다른 나라로 수출합니다.

Every time I go to Costco and buy grapes from Israel, I am just amazed and blessed to witness the
faithfulness of God. 저는 코스트코에 가서 이스라엘산 포도를 살 때 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것 같아
놀라고 감사합니다.

Can you imagine growing vegetable and fruit in the middle of the desert? 사막 한 가운데서 야채와
과일이 자라는 것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To me, it is quite amazing! 제게는 정말 놀랍습니다!
Israel is the only country in the world that has more trees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an it had when

the century started. 이스라엘은 20세기 말이 20세기 초 보다 더 나무가 많은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This is another fulfillment of the prophecy from Ezekiel 36:8, 이것은 에스겔 36:8절의 대언의 또 다른

성취입니다,
『Ezekiel36:8』 8 But ye, O mountains of Israel, ye shall shoot forth your branches, and yield your fruit to my

people of Israel; for they are at hand to come.
『에스겔36:8』 8 ¶그러나, 오 너희이스라엘의산들아, 너희가너희가지를뻗고내백성이스라엘을위하여

너희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그들이 오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니라.
Jewish people are so small in number, but no other people have impacted the world like the Jewish

people have. 유대인들은 인구는 아주 작지만, 유대인들 만큼 세상에 영향을 끼친 민족은 없었습니다.
Nearly quarter of the Nobel prize winners are the Jews. 노벨상 수상자의 거의 4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In addition, no old or dead language has made a comeback to the modern world, except the language

of Hebrew. 게다가, 어떤 옛적의 죽은 언어가 현대에 다시 살아난 것은 히브리어 외에는 없습니다.
Most of the Jews now speak Hebrew, which no one spoke about a hundred years ago. 유대인 대부분이

이제 히브리어를 말하는데, 백 년 전에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The language has made a comeback, just like the Jewish people did. 유대인들이 돌아 온 것 처럼, 언어도

돌아왔습니다.
This is another fulfillment of the prophecy as in Zephaniah 3:9, 이것은 스바냐서 3:9절의 대언의 성취입

니다,
『Zephaniah3:9』 9 For then will I turn to the people a pure language, that they may 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to serve him with one consent.
『스바냐3:9』 9 그때에 내가 그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1.5 Anti-Semitism반유대주의
Have you also heard about “Anti-semitism”? 반유대주의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Throughout the history, the Jewish people have been subject to anti-Semitism, especially by Catholic
and Islam. 역사를 통해, 유대인들은 반유대주의의 대상이 되어 왔는데, 특히 카톨릭과 이슬람에 의해 그랬습
니다.

They seem like a very different religious group. 그들은 아주 다른 종교처럼 보입니다.
However, they have found the common ground when it comes to persecuting the Jews.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이라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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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ity of Jerusalem has been bombarded by these religious groups over themillennium. 예루살렘 시는
천년 이상 이 종교단체들에 의해 공격을 당해왔습니다.

The half of the Temple owned to Islam is a part of the evidence of the Jerusalem’s long suffering over
the centuries by Islam. 이슬람이 소유한 성전의 반은 이슬람에 의해 수 세기에 걸쳐 예루살렘이 고통 받아 온
증거의 일부입니다.

Crusades by Catholics had massacred the Jews over the centuries in the wrongful name of God. 카톨릭
에 의한 십자군은 잘못된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 세기에 걸쳐 유대인들을 학살하였습니다.

Their tradition of anti-Semitism still persists even nowadays. 그들의 반유대주의 전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In fact, the United Nation is a very anti-Semitic organization who seems to always side with Catholic
and Islamwhenever disputes arise between Israel and them. 사실상, 유엔은 이스라엘이 카톨릭이나 이슬람과
분쟁이 있을 때 마다 카톨릭과 이슬람의 편을 드는 듯한 아주 심한 반유대주의 조직입니다.

Israel is the most despised country in the world despite its modernized democratic political and eco-
nomic system. 이스라엘은 현대화된 민주정치, 경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는 국가입
니다.

The Jerusalem, which is the oldest city in the world history, has not been recognized as Israel’s capital
by any nation in the world. 역사 상 가장 오래된 도시인 예루살렘은 어느 국가로부터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Considering God’s Word from Zechariah 14:2, this constant hatred against the Jews are not really sur-
prising: 스가랴 14: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유대인들에 대한 끊임없는 증오는 놀랄 일도 아닙니
다,

『Zechariah14:2』 2 For I will gather all nations against Jerusalem to battle; and the city shall be taken, and the
houses rifled, and the women ravished; and half of the city shall go forth into captivity, and the residue of the people
shall not be cut off from the city.
『스가랴14:2』 2 내가모든민족들을모아예루살렘을대적하여전쟁하게하리니그런즉그도시가함락되며

집들이강탈을당하고여인들이강간을당하며그도시의반이포로가되려니와백성의남은자들은그도시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We should see that the world hates Israel because they hate God.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세상이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All of these can only be explained by the prophecies of the Bible. 이 모든 것은 성경의 예언들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Every single promise of God has been accomplished and will be accomplished. 하나님의 약속 하나 하
나가 성취되어 왔고 성취될 것입니다.

All of these, 1) yielding fruits in the middle of the desert, 2) restoring the language of Hebrew, 3) the
Anti-semitism, are insanely unbelievable, but have been proven to be true. 이 모든 것들, 사막 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일, 히브리어의 회복, 반유대주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1.6 Conclusion
In the beginning of this preaching, I mentioned that the major event of the Bible prophecies has not yet been
fulfilled: the Israel’s repentance through the 7-year tribulation purification process!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성경에 예언된 주요 사건, 즉 칠년환란을 통한 정화의 과정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If you look at the nation of Israel now, more than 16% of the Israel population consists of Arab voters
and their number is growing; hence the political pressure from inside is growing. 지금 이스라엘 국가를
보면, 인구의 16% 이상이 아랍투표권자이며, 그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로부터의 정치적
압력인 커지고 있습니다.

UN, US, and EU are also together to pressure Israel; they are all against Israel, just as the Bible predicted:
유엔, 미국, 유럽연합도 함께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이스라엘 반대편에 있으며, 이것은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대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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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uteronomy 28:37, 신명기 28:37
『Deuteronomy28:37』 37 And thou shalt become an astonishment,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all nations

whither the LORD shall lead thee.
『신명기28:37』 37 주께서너를데려다가함께살게할모든민족들가운데서네가놀랄일과속담과웃음거

리가 되리라.
Jeremiah 29:18, 예레미야 29:18절은,
『Jeremiah29:18』 18 And I will persecute them with the sword, with the famine, and with the pestilence, and will

deliver them to be removed to all the kingdoms of the earth, to be a curse, and an astonishment, and an hissing, and a
reproach, among all the nations whither I have driven them:
『예레미야29:18』 18 또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넘겨주어 땅의 모든 왕국으로

옮겨가게하며또내가그들을쫓아내어함께거하게한모든민족들가운데서저주와놀랄일과비웃음거리와
치욕거리가 되게 하리라.

Once Israel gives in to this pressure inside and outside, the last week of the Daniel’s 70th weeks will be
started. This will be the 7-year Great Tribulation. 일단 이스라엘이 내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고 나면, 다니엘의
칠십 이레의 마지막 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은 칠년대환란이 될 것입니다.

We don’t know exactly when this will begin. 우리는 이 일이 언제 정확히 시작될 지 알지 못합니다.
But it is nearing soon because Israel is ready. 하지만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They have a land now and they will receive the purification process as a whole, and as a nation. 그들은

이제 땅을 가지고 있고, 국가로서 전부가 함께 정화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As we have examined, we don’t need to see more evidence from the Bible to recognize the truthfulness

of the Bible.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믿을 만 한 것임을 아는데 성경으로부터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The Bible prophecies have been accurate 100% in the past, and it will be 100% accurate in the future.
성경 예언은 과거에 100% 정확하게 이루어져 왔고, 미래에도 100% 정확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The Bible prophesizes about your future, your destiny as a sinner. 성경은 여러부의 미래, 죄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 대언하고 있습니다.

You will be thrown into Hell because of your sin and there will be no hope of escaping. 여러분은 여러
분의 죄 때문에 지옥에 던져질 것이고, 피할 희망은 없습니다.

You must repent of your sin and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You see, if one prophecy is not true, then all is not true. 예언 하나가 사실이 아니라면, 전부가 사실이
아닙니다.

Thus, if one prophecy is true, then all must be true. 그와 같이, 예언 하나가 사실이면, 모두가 사실이
되어야 합니다.

This God’s Book, the 100% accurate Book says that you have violated God’s Holy Law and you need to
fear God’s judgement. 이 하나님의 책, 100% 정확한 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위반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You don’t need to see more evidences to find out that you are a sinner before God.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해 더 이상의 증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You need to repent of our sin immediately and receive Jesus Christ as our personal Savior and the Lord.
여러분은 죄를 즉시 회개하고 예수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 구원자와 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Only the fool and the blind willingly choose to be a fool and a blind. 바보와 눈먼 자 만이 일부러 바보와
눈먼 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This is nobody’s fault, but your own.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여러분 자신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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