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BC 사탄에 대한 진실: 그의 상징들 February 2, 2020

Sermon:  The truth about Satan: his symbols

■ 오늘의 본문말씀 :
Today’s main verses are 2 Corinthians 2:11 & 11:14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고린도후서 2:11 & 11:14절입니다.

『2 Corinthians 2:11』 11 Lest Satan should get an advantage of us: for we are not ignorant of his devices.
『고린도후서 2:11』 11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2 Corinthians 11:14』 14 And no marvel; for Satan himself is transformed into an angel of light.
『고린도후서 11:14』 14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1 Introduction

Six weeks ago I preached the sermon titled “The truth about Satan: his figures.” 6주 전에 저는 “사탄에 대한
진실: 그의 모습들”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드렸습니다.

In that sermon I presented five points about Satan. 그 설교에서 저는 사탄에 대한 다섯가지를 말씀드렸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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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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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So Satan has been making many people worship oxen, bulls, calves and cattle, 그래서 사탄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 황소, 송아지, 가축을 숭배하도록 해왔으며,

4. and also he will make One World Religion as we see the woman riding the bull. 또한 황소를 타고
있는 여인에서 보는 것처럼 사탄은 단일세계종교를 만들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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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morning I would like to explain the third point in more detail: 오늘 아침 저는 세 번째 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Satan has been making many people worship oxen, bulls, calves and cattle, which are figures of Satan
himself. 사탄은 많은 사람들이 소, 황소, 송아지, 가축을 숭배토록 해왔는데, 그것들은 사탄 자신의 모습입니다.

As you know Satan is the god of this world as 2 Corinthians 4:4a says, 아시는 것처럼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고린도후서 4:4절은 말하기를,

“In whom the god of this world hath blinded the minds of them which believe not,” 『2 Corinthians 4:4a』
4 In whom the god of this world hath blinded the minds of them which believe not...
『고린도후서 4:4a』 4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He is in control of the nations, and he intends to keep it that way. 그는 지금 국가들을 통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You see, he has a personal goal: he wants to be worshipped as God. 그는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

다: 그는 하나님처럼 숭배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Everything he does is focused on this goal. 그가 하는 모든 것은 이 목표에 촛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Let’s read Isaiah 14:14 & 2 Thessalonians 2:4. 이사야서 14:14 & 데살로니가후서 2:4절을 읽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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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ssalonians 2:4』 4 Who opposeth and exalteth himself above all that is called God, or that is worshipped; so

that he as God sitteth in the temple of God, shewing himself that he is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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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후서 2:4』 4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As such, Satan wants to be worshipped as God. 이처럼, 사탄은 하나님처럼 숭배받고 싶어 합니다.
He is obsessed with that notion, 그는 그 생각에 흠뻑 젖어있고,
and he is going to pull all of his resources together to make sure that happens. 그 일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그가 가진 모든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Of course, he will be really worshipped as God in the temple of God on this earth during a period of

time called the great tribulation. 물론, 그는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처럼 정말 숭배받게 될 것입니다.

However, even before the 7 years of tribulation, hewants to be exalted orworshipped by somany persons
as possible. 그러나, 7년 대환란 이전이라도, 그는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거나 숭배받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So Satan is very eager to show his symbols everywhere until he as God sitteth in the temple of God,
shewing himself that he is God. (2 Thessalonians 2:4) 그래서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처럼 앉을
때 까지, 자신을 하나님처럼 내보이며, 아주 열심히 자기의 상징들을 모든 곳에 보이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the reason satanic symbols are widespread over the world these days, is that he desires
to be worshipped all the more. 다시 말해서, 이 시대에 사탄의 상징들이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이유는, 그가
더욱 더 숭배받기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n addition, as I mentioned the sermon about his figures, another reason for prevailing his symbols is
that Satan especially likes to use his figures and symbols, when he reveals the things he has planned. 덧붙여
서, 사탄의 모습들에 대한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의 상징들이 도처에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자신이
계획했던 것들을 나타낼 때, 특별히 자신의 모습들과 상징들을 사용하기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entitled ‘The Truth about Satan: his symbols’ to know about
Satan our enemy, and to overcome him by presenting a few of his symbols. 따라서, 저는 이제 몇 가지 사탄의
상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적 사탄에 대해 알고, 사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탄에 대한 진실: 그의
상징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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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seeing eye모든 곳을 바라보는 눈
There are so many symbols of Satan around us. 우리 주위에는 아주 많은 사탄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I don’t think we have enough time to deal with all his symbols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모든 사탄의
상징을 살펴 볼 충분한 시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So I will present only three symbols of Satan. 그래서 세 가지의 사탄의 상징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first symbol of Satan I would like to deal with is ‘All seeing eye.’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사탄의

상징은 “모든 곳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Clockwise from top-left in the picture, you can see Lady Gaga, Britney Spears, Miley Cyrus, Rihanna,

Madonna, and Justin Bieber. 사진 좌상단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레이디 가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밀리
사이러스, 리하나, 마돈나, 그리고 저스틴 비버가 보입니다.

Why are there so many pictures of celebrities hiding one eye? 왜 한 쪽 눈을 숨기고 있는 유명인사들의
사진이 그렇게 많을까요?

It is definitely not random. 분명히 무작위로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In fact, the One-Eye sign has a profound meaning and proves an important fact about the powers that

be. 사실, 한 쪽 눈의 신호는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고 권능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The sign is everywhere: In music videos, on magazine covers, on movie posters, in advertisement and

so forth. 그 신호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음악비디오, 잡지의 표지, 영화포스터,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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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eated occurrence of the One-Eye sign simply cannot be the result of coincidence. 한 쪽 눈의 사
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Indeed, there is a clear effort to have this sign displayed everywhere. 실로, 이 신호가 모든 곳에 보여지
도록 하려는 명확한 노력이 있습니다.

The human eye has been used as a symbol since the dawn of civilization. 인간의 눈은 여명의 아침 이래
상징으로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It can be found across all ages and cultures. 이 현상은 모든 시대와 문화를 넘어 발견됩니다.
Carl Jung identified the eye as a classic “archetypal symbol.” 칼 정은 눈을 “전형적인 상징”으로 보았습

니다.
In nearly all cultures, the symbol of the eye is associated with spiritual concepts such as divinity (the

Eye of Providence), spiritual illumination (the Third Eye) or magic (the evil eye). 거의 모든 문화에서, 눈의
상징은 신성(섭리의 눈)이나, 영적 조명(세째 눈), 혹은 마법(사악한 눈)과 같이 영적인 개념과 연관됩니다.

In the Bible, Jesus referred to the eye as the “lamp of the body.” 성경에서, 예수님은 눈을 “몸의 등불”로
언급하셨습니다.

Let’s go to Matthew 6:22 & 23. 마태복음 6:22 & 23절로 가보겠습니다.
『Matthew 6:22-23』 22 The light of the body is the eye: if therefore thine eye be single,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light. 23 But if thine eye be evil, thy whole body shall be full of darkness. If therefore the light that is in thee be darkness,
how great is that darkness!
『마태복음 6:22-23』 22몸의등불은눈이니그러므로네눈이단일하면네온몸이빛으로가득하되 23네눈이

악하면 네 온 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네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So the symbol of the eye always had a mystical and spiritual dimension assigned to it. 그래서 눈이라는

상징물에는 언제나 신비롭고 영적인 깊이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As the popular saying goes: Eyes are the windows to the soul. 눈은 혼의 창문이라는 유명한 말처럼

말입니다.
For this reason, the symbol of the eye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occult circles and Mystery schools. 이

이유로 인해, 눈의 상징은 신비주의 서클이나 신비주의 학교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Pease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At the left of the slide, you can see Wadjet, that is the symbol of the cobra goddess of ancient Egypt.

슬라이드의 왼 쪽에, 와드젯이 보이는데, 그것은 고대 이집트의 여신 코브라의 상징입니다.
At the center, you can see the Eye of Horus, tha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ancient Egyptian deities.

가운데에, 호러스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고대 이집트 신 중의 하나입니다.
At the right of the slide, you can see the Eye of Ra, that can be equated with the disk of the sun, with

the cobras coiled around the disk. 슬라이드 오른 쪽에는, 라의 눈이 보이는데, 그것은 둥그런 태양과 같이
표시되었고, 코브라가 원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In ancient Egypt, these three symbols are all associated with the SOLAR GOD.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 세
상징물들이 모두 태양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tales of the ancient Egyptians, it was in a battle with Set that Horus lost the use of one eye.
고대 이집트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어떤 전투에서 호러스는 한 쪽 눈의 잃었다고 합니다.

By the way, you can better understand what I’m saying if you have watched the film titled ‘Gods of
Egypt’ that is a 2016 fantasy action film based on the ancient Egyptian deities.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고대
이집트의 신들을 다룬 2016년 판타지 액션 영화인 “이집트의 신들”을 보신 적이 있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yhow, because the symbol of the eye is associated with the sun that is a proxy of divinity, the esoteric
eye has a peculiar quality: It is “ALL-SEEING.” 어쨌거나, 눈의 상징은 신의 대리인이 태양과 연관되어 있으
며, 비법의 눈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모든 곳을 보는” 것입니다.

The archetype of the All-Seeing one-eyed sun god can also be found in other ancient cultures. 모든 곳을
보는 한 쪽 눈의 원형인 태양신은 다른 고대 문화에서도 발견됩니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Western occultism was greatly influenced by the esoteric teachings of the ci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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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zations above, 서양의 신비주의가 위에서 말씀드린 문명의 비법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the symbol of the All-Seeing eyemade its way into orders 組織體 結社體 such as the Rosicrucians 薔薇十

字會, the Illuminati, and the Freemasons. 모든 곳을 보는 눈의 상징은 장미십자회,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과
같은 조직체로 진출하였습니다.

Due to the heavy influence of Freemasonry on the historical events of the past centuries, 과거 수백년간
역사적 사건들에 있어서 프리메이슨주의의 커다란 영향력으로 인해,

the symbol of the All-Seeing Eye was included on prominent documents such as the reverse of the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모든 것을 보는 눈의 상징이 미국 국새 뒷면과
인권선언서와 같은 걸출한 문서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In the left is the reverse of the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which appears on the reverse of one dollar

bill. 왼쪽이 일 달러 지폐의 뒷면에 나타난 미국 국새의 뒷면입니다.
In the right is Human Civil Rights document from the French Revolution in 1789. 오른 쪽은 1789년

프랑스 혁명에서 나온 시민권리선언입니다.
You can see the All-Seeing Eye at the upper part of each picture. 각 그림의 윗 쪽에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보입니다.
Manly P. Hall, a prominent Freemason wrote that the All-Seeing Eye esoterically represents the ultimate

goal of occultism: 유명한 프리메이슨인 맨리 P 홀은 모든 곳을 보는 눈은 신비주의의 궁극적인 목표를 나타낸
다고 적었습니다.

To attain divinity through one’s own means. 어떤 사람의 자신의 수단을 통해 신격을 얻는 것.
This is done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pineal gland which is called the Third Eye. 이것은 세째 눈이

라고 불리는 뇌의 송과선을 활성화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The Third eye, according to the Witches and Mages, provides Sight beyond (ordinary) sight. 윗치스와

메이지스에 따르면, 세째 눈은 평범한 시야를 넘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Most of the times this Third Eye is symbolized by the Eye of Horus or the Eye of Ra. 대부분 이 세째 눈은

호러스의 눈 혹은 라의 눈으로 상징됩니다.
By the way the pineal gland 松科腺 (also known as the pineal body) is a small endocrine gland in the

vertebrate brain. 그런데 송과선은 척추동물의 뇌 안에 있는 작은 내분비선입니다.
The pineal gland produces melatonin out of serotonin in the pineal gland and stores it. 송과선은 송과선

안의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을 생산하여 그것을 저장합니다.
Many scientists have been trying to identify this gland as the material body’s gate to spiritual forces.

많은 과학자들은 이 송과선을 물질적 몸에서 영적이 힘으로 통하는 관문이 아닌지 확인해 보려는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Moreover, the Eye of Horus, bears an uncanny resemblance to the centre of the brain. 더우기, 호러스의
눈은 뇌의 중앙부와 무서울 정도로 닮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Some believe that as symbols it amplifies our spiritual forces and connects us with the divine. 어떤 사람
들은 그것이 우리의 영적 힘을 증폭시켜서 우리를 신과 연결시켜주는 상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The Third Eye refers to the gate that leads to inner realms and spaces of higher consciousness. 셋째 눈은
내적인 세계와 고차원의 의식 공간으로 안내하는 문을 나타냅니다.

In New Age spirituality, the Third Eye often symbolizes a state of enlightenment. 뉴에이지 에서, 세째
눈은 깨우침의 상태를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In Hinduism and Buddhism, the Third Eye is said to be located around the middle of the forehead,
slightly above the junction of the eyebrows, representing the enlightenment one achieves through medita-
tion. 힌두교와 불교에서, 셋째 눈은 눈썹 약간 위쪽 이마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명상을 통해 얻은 깨우침을
나타냅니다.

Buddhists regard the Third Eye as the “eye of consciousness,” representing the vantage point fromwhich
enlightenment beyond one’s physical sight is achieved. 불교신자들은 셋째 눈을 “의식의 눈”으로 보는데,
이것은 육신의 눈을 넘어 깨우침이 얻어지는 곳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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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in ancient Tibetan Buddhism, an arcane Tibetan surgical operationwhich involvedmaking
an incision in the forehead and removing the patient’s pineal gland, was done in order to open up the Third
Eye which made the Tibetan lamas clairvoyant. 더우기, 고대 티벳불교에서는, 티벳라마승에게 통찰력을 주는
셋째 눈을 열기 위해서, 이마를 절단하고 송과선을 제거하는 비밀스런 외과수술이 행해졌습니다.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world today is ruled by what we call the “occult elite” (because of its ties
with occult orders), 오늘날의 세상이 “비밀스런 엘리트(비밀스런 지령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it is no surprise that its main symbol is found everywhere. 그들의 주되 상징이 모든 곳에서 발견되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However, it is all done in a deceitful way. 하지만, 그것은 모두 사기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Today’s entertainment industry thrives on control, manipulation, and distortion. 오늘날의 연예산업에

서는 통제, 조작, 그리고 왜곡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It is also all about debasing the masses from everything that is true, pure and healthy. 그것은 모두 진실

하고, 순수하고, 건강한 것으로부터 대중들을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Today, the symbol of the All-Seeing Eye is now about a select group of people oppressing, monitoring

and controlling the world population. 오늘 날, 모든 것을 보는 눈의 상징은 이제 세상 사람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선택된 일부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 되었습니다.

Now I want to ask a couple of questions to you who have heard about the All-Seeing Eye. 저는 모든 것을
보는 눈에 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 분들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Do you think that Satan is able to see all things? 사탄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So to speak, is Satan omniscient? 말하자면, 사탄이 전지합니까?
No, he is not.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f so, is there anyone who is able to see all things? 그렇다면,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Yes, God is omniscient.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Let’s look at Genesis 16:13. 창세기 16:13절을 보겠습니다.
『Genesis 16:13』 13 And she called the name of the LORD that spake unto her, Thou God seest me: for she said,

Have I also here looked after him that seeth me?
『창세기 16:13』 13 그녀가 자기에게 말씀하신 주의 이름을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나도 여기에서 나를 보시는 그분을 뵈었는가? 하였기 때문이더라.
Here Hagar, the mother of Ishmael confesses that the LORD God sees all things. 여기에서 이스마엘의

엄마 하갈은 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신다고 고백합니다.
Let’s read Psalm 33:18 & Proverb 15:3. 시편 33:18 & 잠언 15:3을 읽어봅시다.
『Psalms 33:18』 18 Behold, the eye of the LORD is upon them that fear him, upon them that hope in his mercy;
『시편 33:18』 18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Proverbs 15:3』 3 The eyes of the LORD are in every place, beholding the evil and the good.
『잠언 15:3』 3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느니라.
As such, it is only God that has the real All-Seeing Eye. 이처럼, 모든 진짜 모든 것을 보는 눈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Here in this passage of Scripture we are reminded that we stand before God at every moment of our

lives. (Coram Deo) 이 성경구절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3 Pyramid피라미드
The second symbol of Satan I would like to deal with is ‘Pyramid.’ 둘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탄의 상징은
“피라미드”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reverse of the one dollar bill. 일 달러 지폐의 뒷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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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 circle is the front of the 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 오른 쪽 원이 미국 국새의 앞쪽이고,
and the left one is the reverse of it. 왼 쪽 원이 뒷쪽입니다.
Looking at the slide which we saw before, 앞에서 봤던 슬라이드를 보면,
we can see the pyramid. 피라미드가 보입니다.
A key symbol in freemasonry and reportedly the illuminati is the pyramid - specifically when depicted

with the separated capstone.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주 상징물은 피라미드인데, 특별히 분리된 돌을 가진
것으로 그려진 피라미드입니다.

In these circles, the All-Seeing eye is thought to refer to a ‘great divide’ among people. 이 원들에서, 모든
것을 보는 눈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커다란 분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ach level/step of the pyramid represents a socioeconomic class and its influence as well as affluence.
피라미드의 각 층은 사회경제적 계급과 영향력 그리고 퐁요함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The capstone with the eye then represents the most ‘elite’ and their self-purported elevation over the
rest of mankind. 눈을 가진 돌은 나머지 인류의 위에 높여진 “최상의 엘리트”들을 나타냅니다.

Here arises the question. 여기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How did Satanic symbols come to be in the US dollar bill? 어떻게 해서 미국 지폐에 사탄의 상징이 들어

오게 되었나요?
How did it happen even though all the founders and presidents of America are known to be Christians?

심지어 모든 미국의 설립자와 대통령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It’s because the original meaning of the pyramid is good or even biblical. (2 Corinthians 11:14) 그것은

피라미드의 원래 뜻이 좋은 것이고 심지어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14)
This unfinished pyramid is supposed to represent “strength and duration.” 이 미완성의 피라미드는

“힘과 인내”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The 13 layers of it represent the 13 states which comprised the nation in 1776. 13개 층은 1776년에 미국을

구성했던 13개 주를 나타냅니다.
The eye of providence at the top represents God watching over the nation. 위에 있는 섭리의 눈은 나라를

살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The text Annuit cœptis is also included, roughly meaning “He (God) has favored our undertaking.” 안

누이트 캡티스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업에 호의를 베푸시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On the bottom is the text, Novus ordo seclorum, meaning roughly “A new order of the ages.” 아래에
있는 글자, 노버스 오도 세클로럼은, “새로운 시대의 질서”라는 의미입니다.

With this being said, the capstone has not come down on the Pyramid. 그런데, 돌이 아직 피라미드 위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This means that the plan is not complete. 이것은 계획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Only when the New World Order is established upon all nations and the world leader is enthroned, the

plan will be complete. 새로운 세계질서가 모든 국가들 위에 세워지고, 세계 지도자들이 왕좌에 앉을 때야
비로소 계획이 완성되게 됩니다.

Now Iwould like to present a few verses amongmany Bible verses which contain the words that seem to
represent the Pyramid. (Psalm 118:22; Matthew 21:42; John 14:2-3; Acts 4:10-12; Ephesians 2:19,20; Philip-
pians 3:20; Hebrews 11:10,16; 12:22; 1 Peter 2:1-8; Revelation 21:2,10,16) 그럼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성경구절들 중에서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18:22; 마태복음
21:42; 요한복음 14:2-3; 사도행전 4:10-12; 에베소서 2:19,20; 빌립보서 3:20; 히브리서 11:10,16; 12:22; 베드로전서
2:1-8; 요한계시록 21:2,10,16)

It has for long been recognized that the Great Pyramid contains numerous scientific truths, 대 피라미드
는 수많은 과학적 진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습니다,

but it is not so generally known that this ancient monument is referred to in the Bible, 그러나 이 고대의
건축물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and few realize that the Scriptural plan of salvation is corroborated by the symbolisms of the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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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성경적 구원의 계획이 그 건물의 상징에 의해 확증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This slide shows that the Great Pyramid is referred to in the Bible. 이 슬라이드는 대 피라미드가 성경에

언급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If you search more the great pyramid of Gaza, 만일 가자의 피라미드에 대해 더 조사해 본다면,
you will be more able to find out the Scriptural plan of redemption. 성경의 구원계획을 더욱 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Let’s read Isaiah 19:19 & 20. 이사야서 19:19 & 20절을 읽겠습니다.
『Isaiah 19:19-20』 19 In that day shall there be an altar to the LORD in the midst of the land of Egypt, and a pillar

at the border thereof to the LORD. 20 And it shall be for a sign and for a witness unto the LORD of hosts in the land of
Egypt: for they shall cry unto the LORD because of the oppressors, and he shall send them a saviour, and a great one,
and he shall deliver them.
『이사야 19:19-20』 19 그 날에 이집트 땅 한가운데에 주를 위한 제단이 있겠고 그것의 경계에는 주를 위한

기둥이 있으리라. 20 그것이 이집트 땅에서 만군의 주를 위한 표적과 증거가 되리니 그들이 학대하는 자들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을 것이요, 그분께서 한 구원자 곧 위대한 자를 그들에게 보내사 그가 그들을 건지게 하시
리라.

In these verses, an altar to the LORD in the land of Egypt means the great pyramid of Gaza, whose
structures are very compatible with the Scriptural plan of salvation. 이 구절들에서, 이집트 땅 한가운데 있는
주를 위한 제단은 가자의 대 피라미드를 뜻하며, 그것의 구조는 성경적 구원의 계획과 잘 통합니다.

By the way, I want you to know the geometrical definition of a pyramid. 그런데, 여러분은 피라미드의
기하학적 정의를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It is a solid with a regular rectilinear base, and plane triangular sides meeting in a point exactly above
the center of the base. 그것은 밑면이 정사각형이며, 삼각형 모양을 한 네 옆면이 밑면의 중앙 위에서 정확히
점을 이루며 만나는 고체입니다.

Remembering this definition of a pyramid, let us read Revelation 21:2 & 16. 이런 피라미드의 정의를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1:2절과 16절을 읽어봅시다.

『Revelation 21:2』 2 And I John saw the holy city, new Je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prepared
as a bride adorned for her husband.
『요한계시록 21:2』 2 나요한이보매거룩한도시새예루살렘이신부가자기남편을위하여단장한것같이

예비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Revelation 21:16』 16 And the city lieth foursquare, and the length is as large as the breadth: and he measured the

city with the reed, twelve thousand furlongs. The length and the breadth and the height of it are equal.
『요한계시록 21:16』 16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만 이천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Here the holy city new Jerusalem is introduced. 여기에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The length and the breadth and the height of it are equal.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일합니다.
So, the new Jerusalem can be a cube or a pyramid.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직육면체 아니면 피라미드입

니다.
However, Apostle John associates the city with a mountain in Revelation 21:10. 하지만, 사도요한은 요한

계시록 21:10절에서 그 도시를 산과 연관짓고 있습니다.
It further suggests that the city is shaped like a mountain. 더 나아가 그 도시는 산과 같은 모양을 가졌다고

암시합니다.
So, the new Jerusalem must be a pyramid.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피라미드일 수 밖에 없습니다.

4 Baphomet바호메트
The third and last symbol of Satan I would like to deal with is ‘Baphomet.’ 제가 말씀드릴 세 번째이자 마지막
사탄의 상징은 “바호메트”입니다.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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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icture represents Baphomet. 이 그림은 바호메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Baphomet, we have to know Thoth, one of Egyptian god. 바호메트를 이해하

려면, 이집트 신의 하나인 토트를 알아야 합니다.
Thoth was god of astrology: the belief that the stars and planets (ABOVE) influence your life (BELOW.)

토트는 점성학의 신이었습니다: 별과 행성(위)들이 여러분의 삶(아래)에 영향을 준다는 믿음.
and also hewas god of alchemy: the belief that you can change ordinarymetals into solid gold, ormake a

liquid that can dissolve anything, cure all diseases, and make you live forever. 또한 연금술의 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평범한 금속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무엇이든지 용해할 수 있거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영원히 살
수 있게하는 용액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

Here we have to remark Four words. “As above, so below.” 여기에서 우리는 네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위에 것처럼, 그렇게 아래”

First, it means that things on the earth (BELOW) come from or are affected by things ABOVE, like the
stars and the planets. 먼저, 그것은 땅 위에 있는 것들(아래)은 위에 있는 것들, 즉 별들이나 행성들에 의해
오거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That’s astrology among other things. 그것은 점성술입니다.
Second, you find out it has to do with gaining and having power, or realizing your true potential. 둘째,

그것이 권세를 늘리거나 갖는 것, 혹은 여러분의 진정한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과 관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Then seeking power leads to new religious beliefs. 그 때, 힘을 구하는 것은 새로운 종교적 신념으로 인도

합니다.
Look at the colors: black and white. 색깔을 보십시오: 흑과 백.
That’s on purpose. 그것은 일부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Black and white take on new meanings. 흑과 백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y are opposites: above and below, good and bad, masculine and feminine. 그것들은 서로 반대입니다:

위와 아래, 선과 악, 남성과 여성.
They say you cannot have one without the other. 그것들은 여러분은 다른 쪽이 없으면 한 쪽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That means you cannot have evil without good, or good without evil. 선 없이는 악을 가질 수 없고, 악

없이는 선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Then it means even more. 그것은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Since evil and good are simply opposites, then ONE IS NOT BETTER THAN THE OTHER. 악과 선은

단순히 반대이기 때문에, 한 쪽은 다른 쪽 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Yin and Yang, man and woman, white and black, good and bad, they are all the same. 음과 양, 남자와

여자, 흑과 백, 선과 악, 그것들은 모두 같습니다.
That would mean there really IS no bad. 그것은 정말 악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There is just what works for you and what doesn’t work for you. 당신에게 잘 맞는 것이 있고 맞지 않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That is what this Baphomet is really all about. 그것이 바호메트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Nobody believes it’s a real creature. 아무도 그것이 진짜 창조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It’s all SYMBOLS. 그것은 상징입니다.
Right arm, masculine, up, white crescent moon, “solve” dissolve a solid into a liquid. 오른 팔, 남성, 위를

향하고 있고, 하얀 초승달, “솔브” 고체를 액체로 용해합니다.
Left arm, feminine, down, black crescent moon, “coagula,” turn a liquid into a solid. That is alchemy.

왼팔, 여성, 아래를 향하고 있고, 검은 초승달, “코아굴라”는 액체를 고체로 바꿉니다, 그것은 연금술입니다.
On his forehead there is an upright pentagram. 그의 이마에는 위를 향한 별표가 있습니다.
Then there is the flame. 그리고 불꽃이 있습니다.
Taken together, it means he has the keys to enlightenment. 합해 보면, 그것은 그가 깨달음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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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tell you, if you are one of “the very elect,” then you will be let in on even more secrets. 그들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아주 선택된 자”들 중의 하나라면, 당신은 더욱 심오한 비밀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

Then you can rise above all this and receive true enlightenment, 그리고 당신은 이 모든 것 위에 올라가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but to get teat done, you have to conquer the light-bearer.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당신은 빛을 진 자를
정복해야 합니다.

By the way, who is the light-bearer? 그런데, 빛을 진 자는 누구입니까?
In Latin that’s Lucifer. 라틴에서는 그것은 루시퍼입니다.
By the way Occult books say that Lucifer isn’t Satan. 한편 신비주의 책에서는 루시퍼가 사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Satan is bad thinking but Lucifer brings light and enlightenment. 사탄은 나쁜 생각을 하지만 루시퍼는

빛과 깨달음을 가져옵니다.
Then they say that you can master the secrets to CONQUER the light-bearer Lucifer, 그리고 그들은 당신

이 빛을 진 루시퍼를 정복하기 위해 비밀을 마스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and then you can have the powers that he hides. 그러면 당신이 그가 숨기고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That’s what the Baphomet is really all about. 그것이 바호메트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That good and evil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선과 악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So God and Satan would also be the same thing.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도 같은 것이 됩니다.
This is what Satan wanted – to be worshipped as God. 이것은 사탄이 원한 것 – 하나님처럼 숭배받는 것

– 입니다.
They say that Lucifer, who offered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was really good, 그들은 선과 악의

지식을 제공한 루시퍼는 아주 좋다고 말합니다,
but God who said “you cannot eat from that tree” was really bad. 그러나 “너는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한 하나님은 아주 나쁘다고 말합니다.
This is their secret. 이것이 그들의 비밀입니다.
How do people on that path let other people know that they are on that path? 어떻게 그 길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까???
Code word! Four word. “As above, so below.” 네 단어로 된 코드. “위에 것처럼, 그렇게 아래도”
What Upside-down thinking! 도대체 무슨 위-아래 사고 방식입니까!
Let’s read Isaiah 5:20 & 21. 이사야서 5:20 & 21절을 읽어봅시다.
『Isaiah 5:20-21』 20 Woe unto them that call evil good, and good evil; that put darkness for light, and light for

darkness; that put bitter for sweet, and sweet for bitter! 21 Woe unto them that are wise in their own eyes, and prudent
in their own sight!
『이사야 5:20-21』 20 악을선하다하며선을악하다하고어둠으로빛을삼으며빛으로어둠을삼고쓴것으로

단것을삼으며단것으로쓴것을삼는자들에게화가있을지어다! 21 자기눈에지혜로운자들과자기가보기에
분별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As we have searched it so far, Baphomet is a symbol of rebelling against God.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바호메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징입니다.

Nowadays so many famous folks are pushing Baphomet in their various ways. 오늘날 많은 유명한 사람
들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바호메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Please look at the slides. 슬라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Singer Beyonce, Actress Angelina Jolie, 가수 비욘세,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
they represent Baphomet! 그들은 바호메트를 나타냅니다!
Singer and Model Katy Perry. 가수 겸 모델 캐티 페리.
She is also representing Baphomet very elegantly. 그녀도 바호메트를 아주 우아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Remark Baphomet hand sign! 바호메트는 수신호라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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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ans Baphomet worship. 이것은 바호메트 숭배입니다.
So many celebrities and politicians worship Baphomet. 정말 많은 유명인사들과 정치인들이 바호메트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What are these two upside-down logos? 위 아래가 바뀐 이 두 로고는 무엇입니까?
Yes, Starbucks’ past and present logos. 예, 스타벅스의 옛 로고와 현재 로고입니다.
This shows the reason why they are powerful advocates for homosexualities. 이것은 왜 그들이 동성연애

의 강력한 옹호자인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Let me ask you one final question. 마지막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Do you think that we can find the Baphomet in the Bible? 성경에서 바호메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

니까?
Yes, we can only in KJB. 예, 킹제임스 성경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Let’s read Isaiah 13:21 & 34:14.
『Isaiah 13:21』 21 But wild beasts of the desert shall lie there; and their houses shall be full of doleful creatures; and

owls shall dwell there, and satyrs shall dance there.
『이사야 13:21』 21 오직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누우며 음울한 창조물들이 그들의 집들에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하며 사티로스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Isaiah 34:14』 14 The wild beasts of the desert shall also meet with the wild beasts of the island, and the satyr shall

cry to his fellow; the screech owl also shall rest there, and find for herself a place of rest.
『이사야 34:14』 14 사막의 들짐승들도 섬의 들짐승들과 만나며 사티로스가 자기 동료를 부르고 날카롭게

외치는 올빼미도 거기서 안식하며 자기를 위하여 안식처를 찾고
We can find out the word Satyr in these two verses. 이 두 구절에서 사티로스 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Many commentators consider it to be the goat-gods of Egypt, an idol half goat, half man, with the wor-

ship of which the Israelites had been familiar in Egypt. 많은 주석가들은 그것을 반은 염소이고 반은 사람인,
이집트의 염소 신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이 신의 숭배에 대해 익숙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5 Conclusion결론
Now I would like to conclude.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We live in the flood of Satanic symbols, 우리는 사탄의 상징물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such as All-Seeing Eye, 그것은 모든 곳을 보는 눈,
Pyramid, 피라미드
Baphomet, and so on. 바호메트와 같은 것들입니다.
So I want to ask you to be always sober and vigilant. (1 Peter 5:8)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8)
If you are in doubt about a symbol, do not use it. 만일 어떤 상징물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사용하지

마십시오.
You can do an internet search for occult symbols to see if you find it. 원하시면 인터넷에서 신비주의

상징물들을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However, we should not wear or in any way display symbols that do not glorify God.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어떤 상징물도 입거나 전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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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우리의 두려움
이나 초조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Jesus has dealt him a death blow (Hebrews 2:14); 예수님은 그에게 치명타를 가하셨으며 (히브리서 2:14);
it’s now just a matter of waiting for Satan’s end to come. 사탄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s.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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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rinthians 2:11』 11 Lest Satan should get an advantage of us: for we are not ignorant of his devices.
『고린도후서 2:11』 11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
『2 Corinthians 11:14』 14 And no marvel; for Satan himself is transformed into an angel of light.
『고린도후서 11:14』 14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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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