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에 기록된 큰 환난들과 상관관계
다니엘서 12:11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일천 이백 구십일을 지낼 것이요

기원전 (BC) 1877 - 서기 (AD) 1994: 3870 (1290 x 3) Years (2x3x3x5x43)
1290 x 1 (1/3)

1290 x 2 (2/3)

1290 년 (1877 B.C. - 587 B.C.)

2580 년 (587 B.C. - 1994 A.D.)

Seven Year
Tribulation

ear Tribulation

가나안과 애굽에 든 흉년
(7년의 흉년)
1879 B.C.
흉년의 시작;
야곱 (이스라엘)과
그 가족이
가나안에 있을 때
시작

1877 B.C.

유다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
(70년의 환난)
1872 B.C.

이스라엘이 애굽에 정착;
흉년이 5년 더 지속됨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보호받음

609 B.C.

587 B.C.

539 B.C.

요시야 왕의 죽음;
유다의 마지막
좋은 왕

예루살렘의 파괴;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감

바벨론이 메대와
바사에게 정복당함

7년의 환난이 두 기간으로 나뉘어 짐
2년

Great

5년

84 개월

7년간의 흉년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일어나고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흉년을 피하여 기원 전 1877년에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들어감. 큰 환난 기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흉년을 피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도망하는 것을 묘사하심. 성경구절 참조:
창세기 45:6-9, 13.

큰 환난; 교회에 대한 영적 심판
(23년의 큰 환난)
1988년 5월21일

교회시대의 끝

70년의 환난이 두 기간으로 나뉘어 짐
22 년

48 년

1994년 9월 7일

2011년 5월 21일

큰 환난의 후반부 17년:
큰 환난의 끝과 세상에 대한
교회 밖에는 늦은 비가 내려
영적 심판이 시작됨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음

23년의 큰 환난이 두 기간으로 나뉘어 짐
6년
(2300 주야)

17 년
(6100 일)

840 개월

8400 일

70년간의 유다의 환난은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부터 시작하여
애굽에게 정복당하고 후에 바벨론에 정복당함. 유다 (이스라엘)
인들이 기원전 587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감
하나님의 백성들인 영적인 유대인들 이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도망가는 것을 묘사하심. 성경구절 참조: 열왕기 하 25장, 역대하
36장 17-20, 그리고 예레미야서 39장과 52장.

23년간의 마지막 큰 환난. 첫번째 큰 환난의 기간은 1988년 5월 21일
(교회시대의 끝남과 동시)에 시작되어 2300일 동안 (1994년 10월 7일까지)
지속되고 다니엘서 8장 13-14절과 요한 계시록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이
기간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함 . 그 다음 17년간의 기간 동안 교회안에는
영적인 심판이 계속되었으나 교회 밖에서는 늦은비가 내려 심판날인
2011년 5월 21일까지 큰 무리가 구원을 받음.

총 100년의 환난 기간 (7 + 70 +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