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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The Age of Avengers: Endgame
■ 오늘의 주 성경구절 : 베드로전서 5:8
Today’s main verse is 1 Peter 5:8.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베드로전서 5:8 입니다.
『1 Peter 5:8』 8 Be sober, be vigilant;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as a roaring lion, walketh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베드로전서 5:8』
자를 찾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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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Introduction 서론

As you know, it is true that so many people love watching movies. 아시다시피, 사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기를 좋아합니다.
And also it is true that films can act as an influence. 그리고 영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음도
사실입니다.
Especially young viewers may be open to the influence of movies. 특히 젊은 사람들은 영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Anyone who watched the movie entitled ‘Avengers: Endgame?’ “어벤저스: 엔드게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십니까?
I will not say Raise your hands. 손을 들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Every student at Gachon University Medical College I have asked this same question, says, Yes, unanimously. 가천대학교 의대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해 보니까, 모두가 예 라고 했습니다.
Avengers: Endgame is a 2019 American superhero film based on the Marvel Comics superhero team
‘the Avengers.’ 어벤저스 : 엔드게임은 마벨 코믹스 슈퍼히어로 팀 “어벤저스” 를 기초로 한 2019년 미국
슈퍼히어로 영화입니다.
It is the sequel to 2012’s The Avengers, 2015’s Avengers: Age of Ultron, and 2018’s Avengers: Infinity
War. 2012년의 어벤저스, 2015년의 어벤저스 : 울트론의 시대, 그리고 2018년의 어벤저스 : 인피니티 워의
후속작입니다.
In this film, the surviving members of the Avengers and their allies work together to reverse the damage
caused by Thanos in Infinity War. 이 영화에서, 어벤저스의 살아남은 멤버들과 그들의 협력자들은 함께 인피
니티 워에서 타노스에 의해 받은 손상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With an estimated budget of $356 million, it is the third-most expensive film ever made. 약 3억 5,600
만불 (약 4,200억원) 의 예산으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사상 세 번째로 제작비가 비싼 영화입니다.
As of May 31st, 2019, it also broke numerous box office records and has grossed over $2.6 billion worldwide, becoming the highest-grossing film of 2019 and the second-highest-grossing film of all time. 2019년
5월 31일부로, 이 영화는 수많은 박스오피스 흥행기록을 갈아치웠는데, 전세계적으로 26억불(3조 680억원)을
벌어들여, 2019년에 최고의 매출을 올린 영화가 되었고, 사상 두 번째로 많은 매출을 올린 영화가 되었습니다.
I think it might be the first-highest-grossing film of all time at this moment. 지금 쯤이면 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린 영화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s such,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we live in the age of Avengers: Endgame. 이와 같이 우리는
어벤저스: 엔드게임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entitled ‘The Age of Avengers: Endgame’ to analyze the
spiritual effects of this film by asking four questions. 따라서 저는 오늘 “어벤저스 : 엔드게임의 시대” 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네 가지 질문을 해 봄으로써 이 영화가 주는 영적 영향을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IIBC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this morning.
And also thank you so much for allowing us to possess the perfect Word of Truth. I pray that you w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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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our eyes and ears to discern this age in order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2

Aliens 외계인

First question is about aliens. 첫 번째 질문은 외계인에 대한 것입니다.
Various kinds of aliens appear in Avengers: Endgame as in many other domestic and foreign movies.
어벤저스: 엔드게임에는 다른 많은 국산, 외산 영화에서처럼 여러 종류의 외계인들이 등장합니다.
In addition, many folks even believe that aliens have visited the earth. 덧붙여,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외계인들이 지금까지 지구를 방문해 왔다고 믿고 있습니다.
So let me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그럼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irstly, Do you think aliens really exist? 첫째, 여러분은 외계인이 정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Secondly, If you think so, what is the true identity of the aliens? 둘째,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외계인의
진짜 정체는 무엇입니까?
Let’s go to Hebrews 11:32-34. 히브리서 11:32-34절을 보겠습니다.
『Hebrews 11:32-34』 32 And what shall I more say? for the time would fail me to tell of Gedeon, and of Barak, and
of Samson, and of Jephthae; of David also, and Samuel, and of the prophets: 33 Who through faith subdued kingdoms,
wrought righteousness, obtained promises, stopped the mouths of lions, 34 Quenched the violence of fire, escaped the
edge of the sword, out of weakness were made strong, waxed valiant in fight, turned to flight the armies of the aliens.
『히브리서 11:32-34』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와 또 다윗과 사무엘과
대언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33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In these verses, the Apostle Paul talks about various lives of our ancestors of faith.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여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Especially he mentions an ancestor of faith who turned to flight the armies of the aliens. 특별히 그는
외인들의 군대와 싸웠던 믿음의 조상을 언급합니다.
In other words, Paul says that there were aliens, which were defeated by a man of God. 다시 말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싸움에서 패배한 외계인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If so, when this happened in human history? 그렇다면, 이 일은 인간 역사 상 언제 일어났을까요?
or who defeated the armies of the aliens? 혹은 누가 외계인들의 군대를 물리쳤을까요?
It happened in the era of the judges. 그것은 사사들의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It was Barak the son of Abinoam that did defeat the aliens. 외인들을 물리쳤던 사람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었습니다.
According to Judges chapters 4 & 5, Deborah, a prophetess and Barak delivered Israelites from the oppression by Canaanites. 사사기 4, 5장에 따르면, 여대언자 드보라와 바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사람
들의 억압에서 구하였습니다.
Then they sang to praise the LORD for the avenging of Israel. 그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복수를 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By the way, a very interesting verse is found in this song of victory. 그런데, 이 승리의 노래 가운데에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발견됩니다.
Let’s go to Judges 5:19 & 20. 사사기 5:19, 20절을 보겠습니다.
『Judges 5:19-20』 19 The kings came [and] fought, then fought the kings of Canaan in Taanach by the waters of
Megiddo; they took no gain of money. 20 They fought from heaven; the stars in their courses fought against Sisera.
『사사기 5:19-20』 19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의 왕들이 므깃도 물가의 다아낙에서 싸웠으나 돈의 이득
을 취하지 아니하였도다. 20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Let’s read verse 20 once again. 20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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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fought from heaven; the stars in their courses fought against Sisera.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This means that when Barak fought against Sisera, there were armies from heaven or angels called stars
participated in this battle. (Revelation 1:20; 9:1; 12:4) 이것은 바락이 시스라와 싸웠을 때, 하늘의 군대 혹은
별들이라고 불리는 천사들이 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말입니다. (요한계시록 1:20; 9:1; 12:4)
So If you associate this verse with the armies of the aliens in Hebrews 11:34, you can include heavenly
angels and devils in the category of ‘aliens.’ 그래서 이 구절을 히브리서 11:34절의 외인들의 군대들과 연관
지어 보면, 하늘의 천사들과 마귀들을 “외계인들” 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Now I will present you Bible verses that clearly show the features of aliens. 그럼 외계인들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는 성경 구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read Revelation 9:1-11 very cautiously. 요한계시록 9:1-11절을 주의깊게 읽어봅시다.
『Revelation 9:1-11』 1 And the fifth angel sounded, and I saw a star fall from heaven unto the earth: and to him
was given the key of the bottomless pit. 2 And he opened the bottomless pit; and there arose a smoke out of the pit, as
the smoke of a great furnace; and the sun and the air were darkened by reason of the smoke of the pit. 3 And there came
out of the smoke locusts upon the earth: and unto them was given power, as the scorpions of the earth have power.
4
And it was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not hurt the grass of the earth, neither any green thing, neither any
tree; but only those men which have not the seal of God in their foreheads. 5 And to them it was given that they should
not kill them, but that they should be tormented five months: and their torment [was] as the torment of a scorpion,
when he striketh a man. 6 And in those days shall men seek death, and shall not find it; and shall desire to die, and
death shall flee from them. 7 And the shapes of the locusts [were] like unto horses prepared unto battle; and on their
heads [were] as it were crowns like gold, and their faces [were] as the faces of men. 8 And they had hair as the hair of
women, and their teeth were as [the teeth] of lions. 9 And they had breastplates, as it were breastplates of iron; and the
sound of their wings [was] as the sound of chariots of many horses running to battle. 10 And they had tails like unto
scorpions, and there were stings in their tails: and their power [was] to hurt men five months. 11 And they had a king
over them, [which is] the angel of the bottomless pit, whose name in the Hebrew tongue [is] Abaddon, but in the Greek
tongue hath [his] name Apollyon.
『요한계시록 9:1-11』 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에 내가 보니 별 하나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졌는데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의 열쇠를 받았더라. 2 그가 바닥없는 구덩이를 여니 그 구덩이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대기가 그 구덩이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며 3 또 메뚜기들이 연기 속에서 나와 땅
위로 올라오는데 그것들이 땅에 있는 전갈들의 권능과 같은 권능을 받았더라. 4 또 그것들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 안에 [하나님]의 인이 없는 그 사람들만 해하여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더라. 5 또 그것들은 그들을 죽이지 말고 그들에게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주는 고통과 같더라. 6 그 날들에는 사람들이 죽음을 구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겠고 죽기를 바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7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를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것들의 머리에는 금과 같은 관이 있으며 그것들의 얼굴은 사람들의 얼굴 같고 8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더라. 9 또 철 흉갑 같은 흉갑이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날개 소리는 전투하려고 달려가는 많은 말들의 병거 소리 같고 10 또 전갈과 같은 꼬리가 그것들에게
있으며 그것들의 꼬리에 쏘는 침이 있었는데 그것들의 권능은 사람들을 다섯 달 동안 해하는 것이더라. 11
그것들을 다스리는 왕이 그것들에게 있었는데 그는 바닥없는 구덩이의 천사니라. 그의 이름은 히브리말로는
아바돈이나 그리스말로는 아폴리온이니라.
In these verses, the Apostle John records the terrible plagues that will come upon those who will be
present in the world after the Rapture. 이 구절들에서, 사도 요한은 휴거 이후 이 세상이 있을 사람들에게 임할
끔찍한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One of those plagues is the suffering by special beings from under the earth. 그 재앙들 중의 하나가 지구
아래에서 나온 특별한 존재에 의해 당하는 고통입니다.
These beings, which the Apostle John calls the locusts, are clearly derived from the bottomless pit, the
outer world, and can be classified as ‘aliens.’ 사도 요한이 메뚜기라고 부른 이 존재는 분명히 바닥없는 구덩
이에서 나왔으며, 바깥 세상에서 볼 때 “외계인” 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However, these have human faces and hairs, and their appearance is very similar to the ‘aliens in UFO.’
하지만, 이들은 인간의 얼굴과 머리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외모는 “UFO를 타고 있는 있는 외계인들” 과 아주
흡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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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n’t it really interesting? 정말 흥미롭지 않습니까?
So, Please accept the fact that the Bible offers answers in all aspects of faith and practice. 이처럼 성경은
모든 믿음과 실천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Now let me ask you the same question once again. 그럼 같은 질문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Do aliens exist? 외계인이 존재합니까?
Yes, they do, if we are referring to Satan or devils. 예, 존재합니다. 만일 외계인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존재합니다.

3

Creator 창조주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the Creator. 둘째 질문은 창조주에 대한 것입니다.
As you know, all Science Fiction movies have been produced on the basis of evolution. 아시다시피, 모든
공상과학 영화는 진화론에 근거하여 제작되어 왔습니다.
They never show any possibility that God created all the universe and human beings as the Scripture
says. 그 영화들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을 어떤 가능성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However, in this film titled ‘Avengers: Endgame’, a supreme being like the Creator appears. 그런데, 이
영화 “어벤저스 : 엔드게임”에서는 창조주와 같은 최고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Who do you think he is? 그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Yes, Thanos! 예, 타노스입니다!
He appears as the Creator. 그는 창조주로 등장합니다.
I will present a few proofs that Thanos plays a role of the Creator. 타노스가 창조주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몇 가지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Firstly, Thanos says to humans as follows: 첫째, 타노스는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I will shred this universe down to its last atom and then, with the stones you’ve collected for me, create
a new one teeming with life that knows not what it has lost but only what it has been given. A grateful
universe.” “나는 이 우주를 가루로 만들어 최후의 원자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모은
돌들로 생명이 가득한 새 생명체를 창조할 터인 즉, 그들은 무엇을 잃었는지 알지 못하고 받은 것 만을 알리라.
오 은혜로운 우주여.”
Here Thanos is saying that he is able to create the universe with stones. 여기서 타노스는 자신이 돌들로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y the way what he said was borrowed from Matthew 3:9b, 그런데 그가 말한 것은 마태복음 3:9절 뒷부
분에서 빌려 온 것인데,
which reads, 이렇습니다.
『Matthew 3:9b』

9

...for I say unto you, that God is able of these stones to raise up children unto Abraham.

9

『마태복음 3:9』
...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Secondly, Thanos proclaims that he is the inevitable God. 둘째, 타노스는 자신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라고 선포합니다.
He says, several times in this film, “I AM inevitable.” 그는, 이 영화에서 여러 번, “나는 피할 수 없는”
이라고 말합니다.
According to Webster’s 1828 Dictionary, ‘inevitable’ means Not to be avoided; that cannot be shunned;
unavoidable; that admits of no escape or evasion. 웹스터 사전 1828년 판에 따르면, “inevitable” 은 피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Unavoidable과 같은 의미로, 탈출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By the way, “I AM inevitable.” was borrowed from Exodus 3:14, 그런데, “나는 피할 수 없는”은 출애굽기
3:14절에서 빌려왔는데,
which reads, 내용은 이렇습니다,
『Exodus 3:14』

14

And God said unto Moses, I AM THAT I AM: and he said, Thus shalt thou say u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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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ren of Israel, I AM hath sent me unto you.
『출애굽기 3:14』 14 [하나님] 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As such, I AM means the Creator God. (John 8:58; Revelation 1:8) 이처럼, “나는 이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요한복음 8:58; 요한계시록 1:8)
So, Thanos is saying that he is the Creator God. 그래서, 타노스는 자기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Thirdly, Thanos hung his armor like a cross and was working in the garden of a certain planet after he
won the battle, 셋째, 타노스는 전투에서 승리한 후 십자가 비슷한 갑옷을 걸치고 어떤 행성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This means that Thanos is like the Christ who is God the Creator, 이것은 타노스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같다는 것을 뜻합니다,
because the Son of God died on the cross,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이며,
and the first Adam was a gardener and also Christ, the second Adam was regarded as a gardener by
Mary after He resurrected. (Genesis 2:15; John 20:15) 첫째 아담이 정원사이자 그리스도였으며,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마리아에 의해 정원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5; 요한복음 20:15)
So, Thanos, who is able to create the universe, calls himself I AM, and even shows the picture of Christ,
is just a villain parodying God the Creator in the Bible. 그래서, 우주를 창조할 능력이 있고, 자신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이다”라고 부르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타노스는 성경의 창조주 하나님을
악당으로 패러디한 것입니다.

4

Saviour 구원자

The third question is about the Saviour. 셋째 질문은 구원자에 대한 것입니다.
In all the Science Fiction movies there appears a Savior who saves human beings from their calamities.
모든 공상과학영화에는 인류를 재앙으로부터 구하는 구원자가 등장합니다.
Who do you think is the Savior in the ‘Avengers: Endgame?’ “어벤저스 : 엔드게임” 에서는 구원자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It is Iron Man that saved the whole world by defeating Thanos finally. 마침내 타노스를 물리침으로써 온
세상을 구원 아이언맨입니다.
Here arises the question.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Many superheroes might be able to defeat Thanos, 많은 초영웅들은 타노스를 물리칠 수 있을 수 있었습
니다,
however, why did Iron Man become the final savior? 하지만, 왜 아이언맨이 최종 구원자가 되었습니까?
I think that there is a special purpose in making Iron Man the Saviour. 저는 아이언맨을 구원자로 만든
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et’s read Daniel 2:31-35. 다니엘서 2:31-35을 읽겠습니다.
『Daniel 2:31-35』 31 Thou, O king, sawest, and behold a great image. This great image, whose brightness [was]
excellent, stood before thee; and the form thereof [was] terrible. 32 This image’s head [was] of fine gold, his breast and
his arms of silver, his belly and his thighs of brass, 33 His legs of iron, his feet part of iron and part of clay. 34
Thou sawest till that a stone was cut out without hands, which smote the image upon his feet [that were] of iron
and clay, and brake them to pieces. 35 Then was the iron, the clay, the brass, the silver, and the gold, broken to pieces
together, and became like the chaff of the summer threshingfloors; and the wind carried them away, that no place was
found for them: and the stone that smote the image became a great mountain, and filled the whole earth.
『다니엘 2:31-35』 31 ¶ 오 왕이여, 왕이 보셨사온대, 보소서, 큰 형상이니이다. 이 큰 형상이 왕 앞에 섰는데
그것의 광채가 뛰어나며 그것의 형태가 두려웠고 32 이 형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그의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그의 배와 두 넓적다리는 놋이요, 33 그의 두 다리는 쇠요, 그의 두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34
왕이 보셨는데 마침내 손을 대지 아니하고 깎아 낸 돌이 그 형상을 치되 쇠와 진흙으로 된 그의 두 발을 쳐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매 35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산산조각 나서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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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에 쓸려감으로 그것들의 자리를 찾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을 채웠나이다.
The dream of Nebuchadnezzar, king of Babylon is that the kingdoms of the world will take place in
order from the head to the feet of the image according to Daniel 2:36-45. 다니엘서 2:36-45에 따르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세상의 왕국들이 형상의 머리부터 발까지 순서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To better understand the fifth kingdom, composed of iron and clay, we can refer to the lexicon of the
Matrix by Glenn Yeffeth, editor of the book titled “Taking the Red Pill: Science, Philosophy and the Religion
in the Matrix.”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다섯 번째 왕국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트릭스 안에
살고 있나?” 라는 제목의 책의 편집자 글렌 예페스의 매트릭스 어휘집을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Yeffeth defines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machine that can think and create beyond what is simply
programmed by humans.’ 예페스는 인공지능을 “단순히 인간에 의해 프로그램된 것을 뛰어넘어 생각하
고 창조할 수 있는 기계” 로 정의합니다.
He says that it is an intelligent machine that can think the same way as humans, and that the difference
with humans is the physiological body. 그것은 인간과 같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능있는 기계이며,
인간과의 차이는 생리적 몸에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Human beings are ‘organis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s are ‘metal bodies.’ 인간은 유기체이고 인공지
능은 금속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In other words, organism composed of carbon, hydrogen, oxygen and so on is called soil which is Adam
in Hebrew. 다른 말로 하면, 탄소, 수소, 산소 등으로 이루어진 유기체는 흙으로 불리며, 이는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On the other hand, metallic body is represented by iron. 반면에 금속 몸은 쇠로 표현됩니다.
Therefore, the end of the world is the moment when we are trying to unite human being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s so as to make the superhero Iron Man. 따라서, 세상의 끝은 아이언맨을 초영웅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인간을 인공지능 기계와 연합시키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And at the moment when this man and the machine will be fully united, “a stone cut out without hands”
which means the Lord Jesus, will cause the kingdom of the world to perish, 사람과 기계가 완전히 결합하는
순간에, 주 예수님을 뜻하는 “손으로 깎아내지 않은 돌” 이 세상의 왕국을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then the kingdom of the Lord will stand for ever. (Daniel 2:43-45) 그 때 주의 왕국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 2:34-45)
However, contrary to the Scripture, this film is making Iron Man the final Savior in order to brainwash
viewers so that they would regard uniting artificial intelligences and human beings as the best hope for
humans. 그러나, 성경구절과 반대로, 이 영화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결합을 인류의 최고 희망으로 생각하도록
관람객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아이언맨을 최후의 구원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5

Rapture 휴거

The fourth and the last question is about the Rapture. 네 번째 마지막 질문은 휴거에 대한 것입니다.
The plot of Avengers: Endgame is briefly mentioned as follows. 어벤저스 엔드게임의 줄거리를 간단히
언급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Thanos disintegrated half of all life in the universe, by using the Infinity Gauntlet. 타노스는 인피니티
가운트렛을 사용함으로써, 우주의 온 생명의 반을 붕괴시켰습니다.
So the remaining Avengers plan to retake and use the Infinity Stones to reverse the disintegrations. 그
래서 남아있는 어벤저스들이 붕괴를 되돌리기 위해 무한한 돌을 되찾아 사용할 계획을 세웁니다.
So to speak, the most important motif of this film is what would happen if humans suddenly vanished?
말하자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동기는 “만일 인간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입니다.
Now let me ask you a question.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Is it possible that millions or billions of people disappear in a moment without any specific accidents or
disorders? 수백만 명,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한 순간에 어떤 특별한 사건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가능합니까?
Yes, it is. 예, 가능합니다.
It’s because the Scripture says so. 성경구절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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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read 1 Thessalonians 4:14-17. 데살로니가전서 4:14-17을 읽겠습니다.
『1 Thessalonians 4:14-17』 14 For if we believe that Jesus died and rose again, even so them also which sleep in
Jesus will God bring with him. 15 For this we say unto you by the word of the Lord, that we which are alive [and]
remain unto the coming of the Lord shall not prevent them which are asleep. 16 For the Lord himself sha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the archangel, and with the trump of God: and the dead in Christ shall rise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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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전서 4:14-17』 14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대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 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15 우리가 [주] 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 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 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I want to read verse 17 once again. 17절을 다시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1 Thessalonians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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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살로니가전서 4:17』 17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 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As such, the Rapture consists of an end time event when all Christian believers who are alive will rise
along with the resurrected dead believers into Heaven and join Christ. 이와 같이, 휴거는 살아있는 그리스도
인들이 죽었다가 부활한 신자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마지막 때의 사건으로 구성됩니다.
Let’s continue to read 1 Corinthians 15:51-54.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51-54절을 읽겠습니다.
『1 Corinthians 15:51-54』 51 Behold, I shew you a mystery; We shall not all sleep, but we shall all be changed, 52
In a moment, in the twinkling of an eye, at the last trump: for the trumpet shall sound, and the dead shall be raised
incorruptible, and we shall be changed. 53 For this corruptible must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must]
put on immortality. 54 So when this corruptible shall have put on incorruption, and this mortal shall have put on
immortality, then shall be brought to pass the saying that is written, Death is swallowed up in victory.
『고린도전서 15:51-54』 51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52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53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As such, every born-again believer’s body will be gloriously changed at the Rapture, which occurs BEFORE the 7-year Tribulation Period. 이와 같이, 모든 다시 태어난 신자의 몸은 휴거 때 영화롭게 변화되는데,
이것은 칠년 환란기 이전에 일어납니다.
So the Rapture must be the blessed hope of all believers, as written in Titus 2:13, 그래서 휴거는 모든
신자들의 복된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디도서 2:13절은 이것을,
which reads,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Titus 2:13』
Christ;

13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ur Jesus

『디도서 2:13』 13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By the way, why does this film deal with the Rapture? 그런데, 왜 이 영화는 휴거를 다루고 있습니까?
Because Satan knows that the Rapture will occur soon, he is trying to brainwash all the lost souls into
thinking that sudden disappearance of Christians would be due to the invasion of aliens as in movies like
Avengers series. 사탄은 휴거가 곧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그리스
도인들의 갑작스런 사라짐이 어벤저스 시리즈 영화에서처럼 외계인의 침입때문이라고 믿도록 세뇌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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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결론

Now I would like to conclude.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While film affords us all a wonderful form of entertainment, we have to stop and think that there’s more
to it than just entertainment, there are all sorts of messages being conveyed. 영화는 우리에게 놀라운 흥미거
리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영화가 단순한 흥미를 넘어 어떤 메세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In the film entitled ‘Avengers: Endgame’ the Devil is trying to devour many souls as we have searched
so far. “어벤저스 : 엔드게임” 이란 영화에서 마귀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많은 혼들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movies like Avengers series will prevail more until the Lord comes again. 덧붙여, 어벤져스
시리즈와 같은 영화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까지 더욱 넘치게 될 것입니다.
Although we are not able to reform the culture of this world,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문화를 개혁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the Holy Spirit of God is today moving among the nations of earth “to take out of them a people for His
name.” (Acts 15:14) 성령님께서 오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구출하려고 세상 국가들 가운데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5:14)
Therefore, we should tell the truth to our neighbours who live in the Age of Avengers: Endgame, 따라서,
우리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by recognizing that aliens are devils, Satan enjoys to mock the Creator God, Iron Man is one of the signs
of the end time, and the Rapture will occur soon. 외계인들이 마귀임을 인정함으로써,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 하나이며, 휴거는 곧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 Peter 5:8』 8 Be sober, be vigilant;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as a roaring lion, walketh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베드로전서 5:8』
자를 찾나니

8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 Let’s pray. ***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Word of Truth. Now we confess that we are very weak but
thou art strong. So please have mercy upon us and fill us up with the blood of the Lamb so that we would
always be sober and vigilant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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