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BC 사탄에 대한 진실: 그의 모습 December 22, 2019

Sermon: The truth about Satan: his figures

■ 오늘의 본문말씀 : 에스겔서 28:14
 

Today’s main verse is Ezekiel 28:14.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에스겔서 28:14절입니다.
『Ezekiel 28:14』 14 Thou art the anointed cherub that covereth; and I have set thee so: thou wast upon the holy

mountain of God; thou hast walked up and down in the midst of the stones of fire.
『에스겔 28:14』 14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1 Introduction서론
Three months ago I preached the sermon titled “The truth about Satan: his origin.” 세 달 전에 저는 “사탄,
그의 기원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In that sermon I presented six points about Satan. 그 설교에서 저는 사탄에 대한 여섯가지 요점을 제시했
습니다.

1. Satan was created by God. 사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

2. His original name was Lucifer. 그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였다.

3. He was the covering cherub. 그는 덮는 그룹이었다.

4. He was lifted up by his beauty. 그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의해 높여졌다.

5. He fell before Genesis chapter one. 그는 창세기 1장 이전에 타락했다.

6. The world was created to demonstrate certain things to Satan and angels. 세상은 사탄과 천사들에게
어떤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 창조되었다.

This morning I would like to explain the third point in more detail. 오늘 아침에 저는 세 가지 요점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As you know Satan wanted to make himself like the most High as Isaiah 14:14 says, 아시다시피 이사야서
14:14절 말씀처럼 사탄은 자신을 가장 높은 자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Isaiah 14:14』 14 I will asc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ouds;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이사야 14:14』 14 내가구름들이있는높은곳위로올라가내가지극히높으신이와같이되리라, 하였도다.
In other words, the desire of Satan was to have the power and strength of God to rule all things. 다시

말해서, 사탄의 욕망은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힘을 갖는 것입니다.
By the way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How can we realize the power of God?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습니까?
One of the ways to know the power and strength of God is through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ies

written in the Bible. 하나님의 힘과 권능을 아는 한 가지 방법은 성경에 씌어있는 대언의 성취를 통해 아는
것입니다.

So it is understandable for Satan to want to imitate the ability of God to give us His prophetic Words and
also to fulfil them. 그래서 사탄이 대언을 말들을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내고 싶어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The secret elite organizations such as Illuminati who follow Satan, try to propagate that they have the
authority over the world, by telling the world BEFORE carrying out their plans. 사탄을 따르는 일루미나티와
같은 비밀조직은 그들이 꾸민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세상에 알림으로써 그들이 세상에 대한 권위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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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o speak, Satan wants to tell us his plans in advance as God does. 말하자면, 사탄은 하나님께서 하듯이
자신의 계획을 미리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When Satan reveals the things he has planned, he especially likes to use his figures and symbols. 사탄이
자신이 계획한 것들을 알릴 때, 그는 특별히 자신의 모습들과 상징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Here arises the question.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Some might say like this.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Wait! Preacher, don’t you know that Satan is a spirit? 목사님 잠깐만요, 사탄은 영이라는 것을 모르십니

까?
He is not a being visible to anyone. 그는 누구에게도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So isn’t it true that Satan has his figures? 그러니 사탄이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

까?”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entitled ‘The Truth about Satan: his figures’ to know about

Satan our enemy, and to overcome him by presenting some of his figures. 그러므로 저는 이제 사탄의 모습이
어떤가를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적 사탄에 대해 알고, 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탄, 그의 모습에 대한 진실”
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IIBC as a local church of Christ to worship
you in spirit and in truth this morning. I pray that you would open our eyes and ears to know about Satan
precisely in order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2 Cherub

The figure of Satan we have to think about firstly, is a cherub. 우리가 첫번째로 생각해보아야 할 사탄의
모습은 그룹입니다.

Let’s read the first part of today’s main verse that is Ezekiel 28:14. 오늘의 주 성경구절인 에스겔서 28:14
절의 첫부분을 읽어봅시다.

“Thou [art] the anointed cherub that covereth;”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
Satan was not a fallen angel as most people believe.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사탄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Although he can appear as an angel of light (2 Corinthians 11:14), he was the anointed cherub that

covereth. 비록 그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할지라도(고린도후서 11:14), 그는 기름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This means that before he fell, Satan was doing as the cherub over the mercy-seat whose wings covered
it. 이는 그가 타락하지 전에, 사탄은 긍휼의 자리 위에서 날개로 그 자리를 덮고 있는 그룹으로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Before I read the Bible verses about the cherub, I would like to show you a picture. 그룹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읽기 전에,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We can see a man in the center. 가운데에 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He is the prophet Ezekiel. 그는 대언자 에스겔입니다.
He was in the land of the Chaldeans by the river Chebar; 그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 있었습니다;
the heavens were opened, 하늘들이 열렸고,
the hand of the LORD was there upon him, 주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습니다,
and he saw visions of God, (Ezekiel 1:1-3)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서 1:1-3)
At the left side wheels are noted. 좌측에 바퀴들이 보입니다.
And between the wheels and the prophet Ezekiel, 그리고 바퀴들과 대언자 에스겔 사이에,
we can see a monstrous creature 괴물같은 창조물이 보입니다.
which has four different faces and several wings. 그 창조물은 네 가지 얼굴과 여러 개의 날개를 가졌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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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This creature is a cherub. 이 창조물은 그룹입니다.
Now in order to know the exact shape or appearance of a cherub or cherubim which is plural form of

cherub, 그룹과, 그룹의 복수형이 그룹들의 정확한 모양 혹은 외모를 알기 위해서,
I want to read Ezekiel 1:5-10. 에스겔서 1:5-10절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Ezekiel 1:5-10』 5 Also out of the midst thereof came the likeness of four living creatures. And this was their

appearance; they had the likeness of a man. 6 And every one had four faces, and every one had four wings. 7 And
their feet were straight feet; and the sole of their feet was like the sole of a calf’s foot: and they sparkled like the colour
of burnished brass. 8 And they had the hands of a man under their wings on their four sides; and they four had their
faces and their wings. 9 Their wings were joined one to another; they turned not when they went; they went every one
straight forward. 10 As for the likeness of their faces, they four had the face of a man, and the face of a lion, on the right
side: and they four had the face of an ox on the left side; they four also had the face of an eagle.
『에스겔 1:5-10』 5 또 그것의 한가운데로부터 살아 있는 네 창조물의 모습이 나오더라.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곧 그들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더라. 6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더라. 7

그들의발은곧은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송아지발바닥같더라. 그들이 빛나는놋같은색깔로빛을내더라.
8 또그들이그들의네측면에있는그들의날개들밑에사람의손들을가지고있더라. 그들넷이얼굴과날개를
가졌는데 9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며 각각 앞으로 곧게
나아가더라. 10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As such, the cherubim have faces like human beings. 이처럼, 그룹들은 인간과 같은 얼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By the way, we need to go to Ezekiel 10:14 to exactly identify the face of a cherub. 한편, 우리는 그룹의
얼굴이 어떠한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에스겔서 10:14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Ezekiel 10:14』 14 And every one had four faces: the first face was the face of a cherub, and the second face was the
face of a man, and the third the face of a lion, and the fourth the face of an eagle.
『에스겔 10:14』 14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In Ezekiel 1:10 the faces of a man, a lion, an ox and an eagle are mentioned. 에스겔서 1:10절에서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이 언급되었습니다.
In Ezekiel 10:14 the faces of a cherub, a man, a lion, and an eagle are described. 에스겔서 10:14절에는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Comparing these two verses, we can easily find out that the face of a cherub is the face of an ox.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룹의 얼굴이 소의 얼굴임을 쉽게 발견해 낼 수 있습니다.
This is also proven by Ezekiel 1:7 & 8. 이것은 에스겔서 1:7 & 8절에서도 증명됩니다.
『Ezekiel 1:7-8』 7 And their feet were straight feet; and the sole of their feet was like the sole of a calf’s foot: and they

sparkled like the colour of burnished brass. 8 And they had the hands of a man under their wings on their four sides;
and they four had their faces and their wings.
『에스겔 1:7-8』 7 그들의 발은 곧은발이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더라. 그들이 빛나는 놋 같은

색깔로 빛을 내더라. 8 또 그들이 그들의 네 측면에 있는 그들의 날개들 밑에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더라.
그들 넷이 얼굴과 날개를 가졌는데

Here we see that cherubim have straight feet; and the sole of their feet like the sole of a calf’s foot as well
as the wings and the hands of a man. 여기서 그룹들은 곧은 발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날개들과 사람의 손들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So from the ancient period, the symbol of the Devil or Lucifer has been an ox or bull or calf with split
hooves and horns. 그래서 옛적부터, 마귀 혹은 루시퍼의 상징은 발굽과 뿔을 가진 수소, 황소 혹은 송아지로
묘사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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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Worshipping Calf or Bull송아지 혹은 황소 경배
For this reason, both Egyptian idol worshipers and apostate Israel made the golden calf and worshiped it.
이 이유로 인해, 이집트의 우상숭배자들과 배교한 이스라엘 사람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을 숭배하였습니다.

Let’s read Exodus 32:4. 출애굽기 32:4절을 읽겠습니다.
『Exodus 32:4』 4 And he received them at their hand, and fashioned it with a graving tool, after he had made it a

molten calf: and they said, These be thy gods, O Israel, which brought the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출애굽기 32:4』 4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네 신들이니라, 하므로
As such, it was molten calf that Aaron made as the gods of Israel when Moses delayed to come down

out of the mountain. (Exodus 32:1) 이와 같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기를 지체하고 있을 때 아론이 이스라엘의
신으로 만들었던 것은 부어 만든 송아지였습니다. (출애굽기 32:1)

Because of this idolatry, about three thousand men were killed at that time. (Exodus 32:28) 이 우상숭배
때문에, 그 때 약 삼천명의 남자들이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32:28)

However, Israelite continued to worship a calf or an ox.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송아지나
소를 숭배했습니다.

Lets’ read 1 King 12:28. 열왕기상 12: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 Kings 12:28』 28 Whereupon the king took counsel, and made two calves of gold, and said unto them, It is too

much for you to go up to Jerusalem: behold thy gods, O Israel, which brought the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열왕기상 12:28』 28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예루살렘에올라가는일이너무큰일이로다. 오이스라엘아, 너를이집트땅에서데리고올라온네신들을보라,
하니라.

As such, it was two calves [of] gold that the king Jeroboam made as the gods of Israel when he was
worried that this people would go again to Rehoboam king of Judah. (1 King 12:27) 이처럼, 사람들이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갈 것을 염려하여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의 신들로 만들었던 것은 두 마리의 금송아
지였습니다. (열왕기상 12:27)

So considering the fact that Israel, God’s chosen nation, used to worship calves like this, it seems natural
for Gentiles to worship calf or ox or bull.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이 이처럼 송아지를 숭배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방인들이 송아지나 소 혹은 황소를 숭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Let me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irstly which country do you think will soon overtake China to become the most populous country in

the world? 첫재, 세상에서 인구 수로 중국을 곧 따라잡게 될 나라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Yes, That’s India. 그렇습니다, 인도입니다.
Secondly which animal do you think is worshipped the most in the world? 둘째,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숭배되는 동물이 무엇입니까?
Yes, bull, ox, cow, calf or cattle. 그렇습니다, 황소, 수소, 젖소, 송아지, 소떼입니다.
Hindus see the cow as a particularly generous, docile creature, one that gives more to human beings

than she takes from them. 힌두사람들은 소를 자기가 받은 것 보다 인간에게 더 많은 것을 주는 아주 관대하고
유순한 창조물로 봅니다.

The cow, they say, produces five things — milk, cheese, butter (or ghee), urine and dung. 소는 다섯가지
– 우유, 치즈, 버터, 오줌 그리고 똥 – 을 생산한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The first three are eaten and used in worship of the Hindu gods, 처음 세 가지는 힌두 신을 경배할 때 먹고
사용됩니다,

while the last two can be used in religious devotion or in penance or burned for fuel. 마지막 두 가지는
예배나 고행 시 사용되거나, 연료로 불태워지기도 합니다.

In addition, the gods that have been worshiped by pagans throughout human history are often repre-
sented by bulls or serpents. 덧붙여서, 인류 역사상 이교도들에 의해 숭배되어온 신들은 황소나 뱀으로 묘사될
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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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are also found in the prophecy about Jesus. 그것들은 예수에 대한 대언에서도 발견됩니다.
Let’s read Psalm 22:1,2,12. 시편 22:1,2,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Psalms 22:1-2,12』 1 My God, my God, why hast thou forsaken me? why art thou so far from helping me, and

from the words of my roaring? 2 O my God, I cry in the daytime, but thou hearest not; and in the night season, and
am not silent. 12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시편 22:1-2,12』 1아엘렛샤할에맞추어악장에게준다윗의시 2오나의하나님이여, 내가낮에부르짖으나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다. 밤에도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나이다. 12 많은 황소들이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황소들이 나를 둘러싸고

As such, 2,000 years ago, many devils compassed Jesus: strong devils beset Christ round. 이처럼, 2,000
전 전에 많은 마귀들은 예수님을 둘러쌓습니다: 강한 마귀들이 그리스도를 에워쌓습니다.

Now I want to show you one more example that Satan is represented by bulls or serpents. 이제 사탄이
황소나 뱀으로 묘사되는 한 가지 예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picture of Apis. 아피스의 그림을 보십시오.
In ancient Egyptian religion, Apis or Hapis was a sacred bull worshiped in the Memphis region,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아피스 혹은 하피스는 멤피스 지방에서 숭배된 신성한 소였습니다,
The Apis is usually depicted as a black bull with, between his horns, a sun disk and an uraeus snake.

아피스는 보통 뿔들 사이에 둥그런 태양과 뱀 모양의 휘장을 가진 검은 소로 묘사됩니다.
All the pharaoh’s foreheads have these snakes on them. 모든 파라오 이마에 이러한 뱀들을 가지고 있습

니다.
But this Apis has the split hooves. 하지만 이 아피스는 갈라지 쪽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This means that although bulls belong to mammals and serpents to reptiles, these two are very closely

connected with each other. 이것은 비록 소가 포유류에 속하고 뱀은 파충류에 속하지만, 이 둘은 서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o I think it is very reasonable that God classified the OLD SERPENT as CATTLE in the garden of Eden.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옛 뱀을 가축으로 분류하신 것은 아주 합리적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et’s read Genesis 3:14. 창세기 3:14절을 읽겠습니다.
『Genesis 3:14』 14 And the LORD God said unto the serpent, Because thou hast done this, thou art cursed above

all cattle, and above every beast of the field; upon thy belly shalt thou go, and dust shalt thou eat all the days of thy life:
『창세기 3:14』 14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4 A woman sitting on the beast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
Now I want to say what the symbol of European Union is. 이제 EU의 상징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봐 주십시오.
That is “Beauty and Beast.” 이것은 “미녀와 야수”입니다.
What beast is there? 거기에 무슨 짐승이 있습니까?
It is a bull. 그것은 황소입니다.
The beauty is Europa, in a Greek myth. 미녀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유러파입니다.
The word Europe comes from the word Europa. 유럽이란 단어는 유러파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Zeus the king of the Greek gods transformed himself into a bull or cattle and did rape Europa. (Leviticus

18:23) 그리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는 자신을 소로 변신시키고 유러파를 강간했습니다. (레위기 18:23)
Anyhow the symbol of European Union is everywhere. 어쨌거나 EU의 상징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Let me give you a few examples.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It is found in Euro coins. 그것은 유로 동전에서 발견됩니다.
Look at the right side of this slide. 이 슬라이드의 오른 편을 보십시오.
It is also seen in the phonecard in Germany. 그것은 독일의 전화카드에서도 발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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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ditionally we can see the statues of Europa and the bull in many famous places. 덧붙여 유러파와
황소의 상은 많은 유명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With this being said, this phenomenon can not be understood at all unless we read the book of Revelation
which tells us the end times.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 말해주는 요한계시록을 읽지 않고는 이 현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Let’s read Revelation 17:1-4. 요한계시록 17:1-4절을 읽겠습니다.
『Revelation 17:1-4』 1 And there came one of the seven angels which had the seven vials, and talked with me, saying

unto me, Come hither; I will shew unto thee the judgment of the great whore that sitteth upon many waters: 2 With
whom the kings of the earth have committed fornication, and the inhabitants of the earth have been made drunk with
the wine of her fornication. 3 So he carried me away in the spirit into the wilderness: and I saw a woman sit upon a
scarlet coloured beast, full of names of blasphemy, having seven heads and ten horns. 4 And the woman was arrayed
in purple and scarlet colour, and decked with gold and precious stones and pearls, having a golden cup in her hand full
of abominations and filthiness of her fornication:
『요한계시록 17:1-4』 1 또일곱병을가진일곱천사중의하나가와서나와이야기하며내게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들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2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고
땅의 거주하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도다, 하고 3 이처럼 영 안에서 나를 광야로 데리고
가니라. 내가보니한여자가신성모독하는이름들로가득하고일곱머리와열뿔을가진주홍색짐승위에앉아
있더라. 4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었고 금과 보석들과 진주들로 꾸몄으며 가증한 것들과
자기의 음행으로 인한 더러운 것으로 가득한 금잔을 손에 가졌더라.

These verses describe a harlot woman riding the beast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이 구절들은 대환란
동안 짐승위에 앉은 창녀를 묘사합니다.

She is identified with Rome, the city of SEVEN HILLS, the city which reigned over the kings of the earth
in John’s day as Revelation 17:9 says, 그 여자는 요한의 때에 세상의 왕들 위에 군림했던 일곱언덕의 도시인
로마로 확인되는데, 요한계시록 17:9절은 말하기를,

『Revelation 17:9』 9 And here is the mind which hath wisdom. The seven heads are seven mountains, on which the
woman sitteth.
『요한계시록 17:9』 9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
Yes! She is the Roman Catholic Church. 그렇습니다! 그 여자는 로마 카톨릭교회입니다.
She is guilty of the blood of the martyrs of Jesus, as Revelation 17:6 says, 그 여자는 예수님이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한 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17:6절은 말하기를,
『Revelation 17:6』 6 And I saw the woman drunken with the blood of the saints, and with the blood of the martyrs

of Jesus: and when I saw her, I wondered with great admiration.
『요한계시록 17:6』 6 또 내가 보매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으므로 내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As you know more than 10 millions of martyrs of the Middle Ages were slain on the altar of sacrifice by

the Roman Catholic Church. 아시는 바와 갈이 중세시대에 천 만명 이상의 순교자가 로마 카톨릭교회에 의해
희생제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She is exceedingly rich, is an idolatrous system, and is political. 그 여자는 지극이 부유하고, 우상을 숭배
하는 시스템이며, 정치적입니다.

However, she will be burned with fire during the Tribulation as Revelation 17:16 says, 그러나, 그 여자는
대환란 동안 불로 타게 될 것인데, 요한계시록 17:16절은 말합니다,

『Revelation 17:16』 16 And the ten horns which thou sawest upon the beast, these shall hate the whore, and shall
make her desolate and naked, and shall eat her flesh, and burn her with fire.
『요한계시록 17:16』 16 네가 본 열 뿔 곧 짐승 위에 있는 이것들이 그 음녀를 미워하여 황폐하게 하고 벌거

벗게 하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As such, after she does her good job to make One World Religion, the Roman Catholic Church will be

abandoned and destroyed by the Antichrist, 이처럼, 그녀가 세계 단일종교를 만들려는 일을 잘 해낸 후, 로마
카톨릭교회는 적그리스도에 의해 버려지고 파과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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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heels

Lastly I would like to think about another figure of Satan. 마지막으로 또다른 사탄의 모습을 생각해보겠습
니다.

That is the wheels. 그것은 바퀴들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I showed you a little while ago.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보겠습니다.
You can see the wheels at the left side, 왼쪽에 바퀴들을 볼 수 있습니다,
and cherubim in the center. 그리고 가운데에 그룹들이 있습니다.
In order to know the relation between wheels and cherubim, we have to go to Ezekiel chapter 1. 바퀴들과

그룹들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에스겔서 1장을 보아야 합니다.
Let’s read Ezekiel 1:15-21. 에스겔서 1:15-21절을 읽겠습니다.
『Ezekiel 1:15-21』 15 16 The appearance of the wheels and their work was like unto the colour of a beryl: and they

four had one likeness: and their appearance and their work was as it were a wheel in the middle of a wheel. 17 When
they went, they went upon their four sides: and they turned not when they went. 18 As for their rings, they were so
high that they were dreadful; and their rings were full of eyes round about them four. 19 And when the living creatures
went, the wheels went by them: and when the living creatures were lifted up from the earth, the wheels were lifted
up. 20 Whithersoever the spirit was to go, they went, thither was their spirit to go; and the wheels were lifted up over
against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was in the wheels. 21 When those went, these went; and when those
stood, these stood; and when those were lifted up from the earth, the wheels were lifted up over against them: for the
spirit of the living creature was in the wheels.
『에스겔 1:15-21』 15 이제 내가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을 보니, 보라, 그의 네 얼굴과 함께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 옆에 땅 위에 한 바퀴가 있더라. 16 그 바퀴들의 외모와 구조는 녹주석 색깔을 띤 것 같은데 그것들
넷이 한 모습을 가졌더라. 그것들의 외모와 구조는 마치 한 바퀴의 한가운데에 한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17

그들이 갈 때에는 자기들의 네 측면으로 가되 그들이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더라. 18 그것들의 테들로
말하건대 그것들은 심히 높아서 무서웠으며 그것들의 테들에는 그것들 넷의 사방으로 눈이 가득하더라. 19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갈 때에는 그 바퀴들도 그들 곁에서 갔고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땅에서 들리면 그
바퀴들도 들리더라. 20 그 영이 어디로 가고자 하든지 그것들도 자기들의 영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갔고 그
바퀴들도그들을마주하여들렸으니이는살아있는창조물의영이바퀴들안에있었기때문이더라. 21 그들이
가면 이것들도 갔고 그들이 서면 이것들도 섰으며 그들이 땅에서 들리면 바퀴들도 그들을 마주하여 들렸으니
이는 살아 있는 창조물의 영이 바퀴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As such, wheels and cherubim are inseparable. 이처럼, 바퀴들과 그룹들은 서로 뗄 수가 없습니다.
When cherubim went, the wheels went by them, 그룹들이 갈 때, 바퀴들로 그들 곁에서 갔습니다,
and when cherubim were lifted up from the earth, the wheels were lifted up. 그룹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렸습니다.
It’s because the spirit of the cherub was in the wheels. 이것은 그룹의 영이 바퀴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By the way what do you think of as ‘wheels?’ 그런데 여러분은 바퀴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Most UFOs are known to look like wheels. 대부분의 UFO들은 바퀴를 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o some people claim that the record about the wheels in Ezekiel chapter 1 is the first description of an

actual UFO.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스겔서 1장에 나온 바퀴들에 대한 기록은 실재 존자하는 UFO에 대해
처음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This argument can be very plausible even to those who are spiritually bind. 이 주장은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에게조차 아주 그렇듯에 보일 수 있습니다.

However, they don’t know the exact identity of UFO. 하지만, 그들은 UFO가 정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
니다.

It is Satan and devils that aliens are referring to, as I preached the sermon titled ‘The Age of Avengers:
Endgame’ last summer. 제가 “어벤저스의 시대: 엔드게임” 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여름에 설교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사탄과 마귀인데 외계인들이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is true that aliens are known to come with UFOs. 외계인들이 UFO와 함께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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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 because the head of aliens is Satan who was the cherub, 외계인들의 우두머리가 그룹이었던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and UFO, the vehicle for aliens, is composed of wheels which are inseparable from the cherub. 그리고
외계인들의 이동수단인 UFO는 그룹과는 뗄 수 없는 바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 Conclusion결론
Now I would like to conclude by summarizing. 이제 요약을 하고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Satan was the anointed cherub that covereth. 사탄은 기름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2. The face of a cherub is the face of an ox. 그룹의 얼굴은 소의 얼굴입니다.

3. So Satan has been making many people worship oxen, bulls, calves and cattle, 그래서 사탄은 많은
사람들을 수소, 황소, 송아지, 가축을 숭배토록 해오고 있습니다.

4. and also he will make One World Religion as we see the woman riding the bull. 그리고 또한 사탄은
소를 타고 있는 여자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단일종교를 만들 것입니다.

5. Cherubim and wheels explain the fact that aliens come with UFOs. 그룹들과 바퀴들은 외계인들이
UFO와 함께 온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Finally, I would like to encourage you to remember that even though Satan is still at work, he is not
worthy of our fear or anxiety. 마지막으로, 비록 사탄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는 우리의 두려움이나
초조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esus has dealt him a death blow (Hebrews 2:14); 예수님은 그에게 치명적인 펀치를 가하셨습니다. (히브
리서 2:14);

it’s now just a matter of waiting for Satan’s end to come. 사탄이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Ezekiel 28:14』 14 Thou art the anointed cherub that covereth; and I have set thee so: thou wast upon the holy

mountain of God; thou hast walked up and down in the midst of the stones of fire.
『에스겔 28:14』 14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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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