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erica Great 
Awakening 
Movement 
&
Covid 19 Era

“Wake up, sleeper. Rise from the 
dead, and Christ will shine on 
you…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엡 5: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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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대각성의 전조 현상

심각한 육체적 고난과 재앙 (War, Pandemic, 

Social Panic, Poverty)

영적어두움의시기 (The Most Dark Ages)

조직적인기도운동의확산



제1차 대각성 운동 (1734-1743)

 시대적 배경:

 청교도 1세대, 청교도 2,3 세대의 신앙의 냉각기, 무관심

 18세기, 유럽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력의 침투

 창궐한 전염병의 재앙 (14C EU Pest; 16C, 종교개혁자, 

흑사병과사투; J. Edward 가문의전염병사망)

 영국대각성운동, 1755년 Portugal 9.0 규모의대지진



 Jonathan Edwards (1734-1741) “진노하시는하나님의손아래
있는죄인들” (신 32:35) 청교도의후예들의회심과각성

 George Whitefield : 순회 설교를 통한 거대한 대각성운동

주도; 미동부에 거대한 경건주의-부흥운동



제2차 대각성 운동 (1800-1840)

 시대배경 및 각성운동 원인

 두번의 전쟁으로 생긴 영적 공황적 현상들 (1775-1783,

American Revolutionary War; 1812-15, England War)

 독립전쟁 이후 역사상 가장 영적 생명력이 저조한 시기: 
서부 개척지 (“Sodom unredeemed” )

 1800년, 급격한 영토의 확장과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 
안식일 모독과 도덕적 타락, 폭동과 방종이 대륙에 팽배



 The Cane Ridge Revival (1801-1830), 서부 Kentucky, “Camp Meeting”

25,000명의참석 (뜨거운말씀선포, 사랑의공동체, 예배의회복)

 감리교 “순회설교자” (Itinerant Preacher; Circuit Riders) : 복음의

거대한확산사건 50배이상의교회

 Charles Finney (‘현대부흥운동의아버지’/1792-1875) 



제3차 대각성운동 (1875-20세기 초)

 대각성 운동의 배경 및 특징

 The Civil War (1861-1865) 후의영적공황시대

 1858, NY Stock Market Clash

 1871, 시카고대화재재앙

 전쟁의소문/대실업공포와폭동평신도기도운동 !

 1858년, Jeremiah Lanphier, 뉴욕맨하탄지역에서대실업사태

속에서 ‘Lunch 1-hour 기도운동’으로시작; 5만명이상이매일

모이는기도운동으로발전

제3차대각성운동의시작



 평신도 전도자 D. L. Moody (1875)

시카고빈민가에서교회시작; 청년해외선교역사의선교자
(1884년, Cambridge Univ. “Cambridge 7”)  1886년, 

무디성서학교와 “The Mount Hermon School” 

 1886-1891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태동

캠퍼스자원선교사운동의시작. The Mount Hermon Conference 

(1886); 2,200 명대학생들의해외선교헌신



제4차 대각성운동 (The Post-WW II Awakening; 1947-1970)

 2차 세계대전 후, 영적 공황과 영적 갱신의 요구

 전쟁 후, 영적 공황기; 이혼율 급증; 알콜 중독자
600만명

 Billy Graham; Bill Bright; 영적갱신의메시지

 College Revivals (Wheaton College, Yale Univ., Asbury 

College Revival



“Could the New Great Awakening Movement happen 

among us?”

- 70 years period (Sine-Curve Principle)

- The Most Dark Ages and great Physical Sufferings

- After War (2nd : Revolution War; 3rd : Civil War; 4th:WW II)

- Movement of Prayer, God’s Words, World Mission 



Spiritual 

Meaning of 

Covid-19 to us

 성경적 전염병 사례

 출 9:1-7; 민 16장; 삼하 24장; 계 16-
17장

 역사적인 Pandemic Situation

 로마제국 (안토니우스역병 AD 165-180; 
페스트역병 541-542; 로마의기독교수용
배경이됨) 제국의멸망

 14세기 (흑사병, 유럽인구 1/3 사망구교
몰락, 신교의도래! 종교개혁시기, 16세기, 
루터,칼빈, 츠빙글리흑사병과사투!)

 1918년, 스페인독감, 5천만-1억명사망



 낙관주의적인자조, “곧좋아지고, 이또한지나가리라…”

 하나님의선하신주권가운데있는하나님의손길로인식

이시대에주시는하나님의각성의손길이요, 새로운부흥과

각성의기회로여기는지혜

 70년주기의미국대각성운동과 Covid-19 Pandemic 의미위기의

순간을하나님의주시는각성의손잡이로영접 (BC vs AD  BC vs 

AC); 거대한, 새로운변화를위한하나님의전조현상인식!

Covid-19 and Pandemic Situation Now! 

How to respo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