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 offspring; he shall crush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Genesis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15)



I see him, but not now; I behold him, but not near: a star shall come out 
of Jacob, and a scepter shall rise out of Israel; it shall crush the forehead of 
Moab and break down all the sons of Sheth. Edom shall be dispossessed; 

Seir also, his enemies, shall be dispossessed  

(Numbers 2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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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민수기 24:17-19)



“The Lord also declares to you that the Lord will make a house for you. When your days are complete and you lie down with your 
fathers, I will raise up your descendant after you, who will come forth from you, and I will establish his kingdom. He shall build a 

house for My name, and I will establish the throne of his kingdom forever . . . Your house and your kingdom shall endure before 
Me forever; your throne shall be established forever.”  

(2 Samuel 7:11–16)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11-16) 



“‘Sit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the Lord will 
stretch forth your strong scepter from Zion, saying, ‘Rule in the midst of Your 

enemies’”… The Lord is at your right hand; he will crush kings on the day of his wrath. 
He will judge the nations, heaping up the dead and crushing the rulers of the whole earth.  

(Psalm 110:1-2,5-6)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시편 110:1~2,5~6)



For a child will be born to us, a son will be given to us; and the government will rest on His 
shoulders; and His name wi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ternal Father, Prince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to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or of peace,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from then on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accomplish this.  

(Isaiah 9:6–7)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6-7)



“Behold, days are coming,” declares the Lord, “when I will fulfill the good word which I have 
spoken concerning the house of Israel and the house of Judah. In those days and at that time I will 
cause a righteous Branch of David to spring forth; and He shall execute justice and righteousness 

on the earth. In those days Judah will be saved and Jerusalem will dwell in safety; and this is the name 
by which she will be called: the Lord is our righteousness.”  

—Jeremiah 33:14–1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 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 날 그 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예레미아 33:14-16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His kingdom will have no end.”  

(Luke 1:30-33)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누가복음 1:30-33)



And Jesus said to them, “Truly I say to you, that you who have followed Me, in 
the regeneration when the Son of Man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you also 

shall sit upon twelve thrones, judg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Matthew 19:2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태복음 19:28)



“But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then He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All the 
nations will be gathered before Him; and He will separate them from one another, as the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and He will put the sheep on His right, and the goats on the left. “Then the King will say to those on His 

right, ‘Come, you who are blessed of My Father, inherit the kingdom prepared for you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Matthew 25:31-34)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의 오른편에 염소는 그의 왼편에 두리라 

그 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마태복음 25:31-34)



The first account I composed, Theophilus, about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each, until the 
day when He was taken up to heaven, after He had by the Holy Spirit given orders to the 

apostles whom He had chosen. To these He also presented Himself alive after His suffering, by 
many convincing proofs, appearing to them over a period of forty days and speaking of the things 

concerning the kingdom of God.” 

(Acts 1:1-4)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1-4)



So when they had come together, they were asking Him, saying, “Lord, is it 
at this time You are restoring the kingdom to Israel?” He said to them, “It is 

not for you to know times or epochs which the Father has fixed by His own 
authority.  

(Acts 1:6-7)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사도행전 1:6-7)



And after He had said these things, He was lifted up while they were looking on, and a cloud received Him 
out of their sight. And as they were gazing intently into the sky while He was going, behold, two men in 
white clothing stood beside them. They also said, “Men of Galilee, why do you stand looking into the 

sky? This Jesus, who has been taken up from you into heaven, will come in just the same way as you have 
watched Him go into heaven.” 

(Acts 1:9-11)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9-11)



“[Repent] That times of refreshing may come from the presence of the Lord, and that he may send 
the Christ appointed for you, Jesus, whom heaven must receive until the time for restoring  all the 

things about which God spoke by the mouth of his holy prophets long ago.”  

—Acts 3:20–21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사도행전 3:20-21 



He, having offered one sacrifice for sins for all time,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GOD, waiting from that time onward UNTIL HIS ENEMIES 

BE MADE A FOOTSTOOL FOR HIS FEET.  

(Hebrews 10:12-13)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 까지 기다리시나니 

(히브리서 10:12-13)



Then I saw heaven opened, and behold, a white horse! The one sitting on it is called Faithful and True, and in righteousness he judges and 
makes war… He is clothed in a robe dipped in blood, and the name by which he is called is The Word of God. And the armies of heaven, 

arrayed in fine linen, white and pure, were following him on white horses. From his mouth comes a sharp sword with which to strike down the 
nations, and he wi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He will tread the winepress of the fury of the wrath of God the Almighty. On his robe and on his 

thigh he has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Revelation 19:11–16)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 것을 탄자 있으니  
그 이름은 충성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밞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9: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