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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ten and come, all you surrounding nations, and gather yourselves 
there. Bring down your warriors, O LORD. Let the nations stir themselves 
up and come up to the Valley of Jehoshaphat; for there I will sit to judge 

all the surrounding nations.  

—Joel 3:11–12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요엘 3:11-12



“Behold, I am about to make Jerusalem a cup of staggering 
to all the surrounding peoples. The siege of Jerusalem will 

also be against Judah.  

—Zechariah 12:2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스가랴 12:2



Numbers 24
And now, behold… I will advise you what this people (the Hebrews) will do to your people (Moabites) in the days to come (literally “the End-
Times”)…  “I see him, but not now; I behold him, but not near. A star will come out of Jacob; a scepter will rise out of Israel. He will crush the 

foreheads of Moab, the skulls of all the sons of Sheth.  Edom will be conquered; Seir, his enemy, will be conquered, but Israel will grow strong.”  

—Numbers 24:14,17-19 

민수기  24장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모압 백성) 후일에 당신의 백성(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내가 그를 보아도 이 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라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민수기 24:14,17-19





Ezekiel 30
Thus says the Lord GOD: “Wail, ‘Alas for the day!’ For the day is near, the day of  the LORD is near; it will be a day of clouds, a 
time of doom for the nations. A sword shall come upon Egypt, and anguish shall be in Cush, when the slain fall in Egypt… Cush, 

and Put, and Lud, and all Arabia, and Libya, and the people of the land that is in league, shall fall with them by the sword.”  

—Ezekiel 30:1–5 

에스겔 30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 날이여 하라 

그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 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 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붓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굽과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에스겔 30:1-5





Micah 5: The Assyrian
But you, Bethlehem Ephrathah, though you are small among the clans of Judah, out of you will come for me one who will be ruler over 

Israel, whose origins are from of old, from ancient times." … He will stand and shepherd his flock in the strength of LORD, in the 
majesty of the name of LORD his God…  He will deliver us from the Assyrian when he invades our land and marches into our borders. 

—Micah 5   

미가 5장 : 앗수르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앗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미가 5장                                                                  











Isaiah 63
Who is this coming from Edom, from Bozrah, with his garments stained crimson? Who is this, robed in splendor, striding forward in the greatness of his 
strength?  "It is I, speaking in righteousness, mighty to save." Why are your garments red, like those of one treading the winepress? "I have trodden the 

winepress alone; from the nations no one was with me.  I trampled them in my anger and trod them down in my wrath; their blood spattered my garments, and I 
stained all my clothing. For the day of vengeance was in my heart, and the year of my redemption has come.   

—Isaiah 63:1-4 

이사야 63장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네 의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즙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이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사야 63:1-4



For my sword has drunk its fill in the heavens; behold, it descends for judgment upon Edom, upon the people I have devoted to 
destruction… For the LORD has a sacrifice in Bozrah, a great slaughter in the land of Edom . . . Their land shall drink its fill of blood, 

and their soil shall be gorged with fat. For the LORD has a day of vengeance, a year of recompense for the cause of Zion.  

—Isaiah 34:5–8 

이사야 34장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숫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륙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사야 34:5-8

Isaiah 34



Joel 3
I will gather all nations and bring them down to the Valley of Jehoshaphat. There I will enter into judgment against them concerning my 

inheritance, my people Israel, for they scattered my people among the nations and divided up my land... Now what have you against me, O 
Tyre and Sidon and all you regions of Philistia? Are you repaying me for something I have done? If you are paying me back, I will swiftly 

and speedily return on your own heads what you have done.  

—Joel 3;2, 4 

요엘 3장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 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요엘3:2,4



A Biblically Contextualized Eschatology 

성경적 맥락의 종말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