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짐승의 표 

 
예전부터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었고 자신이 자칭 하나님이라는 이단 적그리스도들이 현재도 
많습니다. 이 중에서도 진짜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따로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나타나서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라고 인정받을 존재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서도 안 되고, 속아서도 안 됩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나오는 존재이니 잘 
분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니 잘 보고 외워서 그 날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옵니다. (마태복음 24:5)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한명이 나타나니 그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죽은자들과 산자들 
모두를 심판하십니다. 
 
2. 적그리스도는 땅에서 나타나서 걸어 다니며 (마태복음 24:5) 
 
3. 자신이 모든 신의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4) 
 
4. 자신을 칭송하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게 하며 놀라운 것들을 말하여 신들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형통하되” (다니엘서 11:36-38) 
 
5.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줍니다. 매우 크고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행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까지도 속입니다. (요한계시록 13:13, 마태복음 24:24, 데살로니가후서 
2:9)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이미 그렇게 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 세계 지도자가 되어 법과 시간을 바꿉니다. (다니엘서 7:25) 
 
7. 짐승의 우상에게 생명도 주어 그것이 말하게끔 합니다. (요한계시록 13:15) 
 
8.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입니다. (요한계시록 13:15) 이 짐승을 
경배하면 100%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그냥 순교당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4:9) 
 
9.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우상을 경배하여 믿음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그러니 절대로 그들과 함께 경배하지 마십시오. 
 
10. 모든 자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를 받으면 100% 지옥에 갑니다.(요한계시록 13:15, 
14:9) 
 



11. 하나님의 성전 즉 이스라엘에 다시 생길 세 번째 성전의 건축 이후, 그 안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3) 
 
12. 세계의 혼란 속에서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비슷한 구호를 외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3) 
 
13. 히틀러 못지않은 엄청난 카리스마로, 신처럼 잘생긴 얼굴로 사람들을 매혹할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 나타날 때 
 
1. 진짜 예수님은 동쪽하늘에서 서쪽하늘에 번개처럼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4:27) 
 
2. 천사들과 함께 나타나며 죽은 자들이 다 다시 살아나며 그들과 산 자들의 심판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24:27) 
 
3.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울게 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해처럼 빛나는 광체로 
구름 위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8) 
 
4. 천사가 큰 소리로 하늘에서 선포하며, 천사가 부는 마지막 나팔이 온 세상에 울려 퍼지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6) 
 
5.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16) 
 
6. 시험을 이긴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구름에서 모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17) 
 
7.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몸이 영광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52) 
 
 

짐승의 표 
 
1.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못 하게 되어 궁핍으로 몰립니다. 
 
2. 적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표를 강압적으로 받게 합니다. 
 
3.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을 핍박하여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4. 오른손 아니면 이마에 들어가게 되는 표인데 RFID 칩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튼 어떠한 
것일지라도 우리의 오른손 혹은 이마에 들어가게 되는 것(마이크로 칩 같은 것)을 절대 받으면 안 
됩니다. 
 
5. 이 표에 666이나 짐승의 이름이 나타납니다. 666 은 지혜로 분별되고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몸에 들어가는 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3:18) 
 
6. 이 표를 받으면 100%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4:10-11) 
 
7. 모든 자들에게 이 표를 다 받게 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때 남겨진다면 무조건 순교한다고 결심하고, 절대로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살려고 마음먹지 마십시오. 짐승의 표를 받아 우상을 경배한 후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에 비해 별로 아프지 않은 순교를 당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