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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9: The Antichrist: His Role in the End Times  
적 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그의 역활 

 UNDERSTANDING THE SCRIPTURAL TERM “ANTICHRIST”  I. 
   성경적인 정의“적그리스도”이해하기 

The word A. antichrist is two Greek words combined. The first Greek word anti is a preposition that can 
mean either substitute (be in place of) or in opposition to (be against). The second Greek word is christos 
(Christ), which means the anointed one.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두개의 그리스어가 합쳐진 것이다. 첫 그리스어 적(anti)이란 말은 대리자, 대용물

(을 대신하는)이라는 의미 또는 에 반대하여(대적하는)라는 의미로 쓰이는 전치사이다. 두번째 그리스어

는“기름부음받은 자(anointed one)”라는 의미의“그리스도(Christos)”라는 단어이다.   

When put together, they form a new word, B. antichrist, which describes people or religious systems that 
act as a “counterfeit of ” (substitute) and in “opposition to” Christ, which means God’s anointed One. 
Jesus spoke of false christs (anointed ones) coming (Mt. 24:24; Mk. 13:22). 
 

두개가 합치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한다.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기름부음받은 자로서 예수

님을“대적하는(OPPOSITION TO)”것에 가담하고 그리고 진짜 예수님처럼“~의 가짜(COUNTERFEIT 
OF)”(대신에)처럼 행동하는 사람 또는 종교적 제도를 묘사하고 있다. (마 24:24; 막 13: 22). 예수님은 

앞으로 나타날 거짓 그리스도(기름부음 받은 자)에 관해서 말씀하셨다.(마 24:24; 막 13:22) 

In Scripture, there are two applications of antichrist. First, it refers to people with a false anointing C. 
called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that works in every generation to rally and influence people against 
Jesus. John referred to many antichrists (1 Jn. 2:18; 2 Jn. 7) operating in his day. Second, it refers to a 
literal man in the end times called “the Antichrist.” All four specific references to an Antichrist are by the 
apostle John (1 Jn. 2:18, 22; 4:3; 2 Jn. 7).   
 
18…the Antichrist is coming, even now many antichrists have come… (1 Jn. 2:18) 
 
3…the spirit of the Antichrist…is now already in the world. (1 Jn. 4:3)  
 
성경은 적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는“적그리스도의 영”이라 불리우는 거짓 기름부음

을 가진 사람으로 모든 세대에서 사람들을 모아 예수님을 대적하도록 영향을 주는 사람을 의미한다. 사

도 요한은 그의 시대에 활동하고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하였다(요1 2:18; 요2 7)  두번째는 

마지막 때에  문자적으로 실존하는 사람“적그리스도”를 말한다. 사도 요한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네가지 구제적으로 언급이 되어졌다.( 요1 2:18, 22; 4:3; 요2. 7) 
 
18“…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요 1 2:18) 
 
3“…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요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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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 see the fulfillment of what the Scripture says about the Antichrist in the lives of past religious or D. 
political leaders. They limit their understanding of the Antichrist as referring only to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They do not believe he will be a literal worldwide leader. But John wrote of the Antichrist 
coming after the death of Antiochus (200 years) and Nero (25 years).  
 
어떤 사람들은 지난 종교지도자나 정치지도자들의 삶 속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말한  것의 성

취를 보기도 한다. 그들은 적그리스도의 이해를 단지 적그리스도의 영을 언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

다. 그들은 문자적인 전세계지도자를 믿지 않고 있다. 사도요한은 네로(25년)과 안티오쿠스(200년)의 

죽음이후에 오는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였다. 

The most significant manifestation of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in modern times can be seen in the E. 
leadership of Adolf Hitler in Germany (1933-45) and in World War II (1939-45). What Hitler did gives 
us insight into the magnitude of terror and evil that the Antichrist will accomplish.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적그리스도의 영의 나타남은 독일의 아놀드 히틀러(1933-45)와 2차 세계 대전에

서 볼 수 있다. 히틀러가 우리에게  적 그리스도가 성취할 엄청난 악과 두려움에 관한 통찰력을 주고 있다. 

 

THE ANTICHRIST AS A LITERAL MAN      II. 
 문자적 인간으로서의 적그리스도 

The Antichrist will be the final world ruler in this age. He will make war against God when He oppresses A. 
Israel and the Church (Rev. 12:7, 17; 13:4, 7; 17:14; 19:11, 19; Dan. 7:21; 9:26).  
 
적그리스도는 이 시대의 마지막 전세계 통치자일 것이다. 그는 교회와 이스라엘을 탄압하려 할 때 하나

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계 11:7; 12:7, 17; 13:4, 7; 17:14; 19:11, 19; 단 7:21; 9:26). 

The Antichrist’s most prominent name in Scripture is the Beast. He will act like a wild beast. He is B. 
called the Beast 36 times in Revelation so that all will be assured that it is impossible to negotiate with 
him for mercy. He will be the cruelest man in all history.  
 
적그리스도의 가장 두드러진 이름은 짐승이다. 그는 들짐승처럼 생각을 할 것이고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그는 계시록에 짐승으로 36번이

나 불리었다. 

In 2 Thes. 2, Paul used three titles for the Antichrist, calling him the C. man of sin (v. 3), the son of perdition  
(v. 3), and the lawless one (v. 8). He will sin to the fullest capacity possible for man. The most detailed 
passages on the Antichrist in the NT are 2 Thes. 2, Rev. 13 and Rev. 17. In the OT, they are in Daniel 7-12, 
specifically Daniel 7:8, 18-27; 8:9-12, 23-26; 9:26-27; 11:20-45.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바울은 적그리스도에게 죄의 사람(3절), 멸망의 아들 (3절), 불법한 자 (8절)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는 인간들에게 가능한 최대로 많은 죄를 지을 것이다. 신약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해 가장 많은 설명이 있는 장은 살후 2장, 계 13, 17장이다. 구약에서는 단 7-12장이다. 특별히 다니엘

서 7:8, 18-27; 8:9-12, 23-26; 9:26-27; 11:20-45에 자세히 나와있다. 

9.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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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christ will claim to be God and will demand that the whole earth worship him as he seeks to be D. 
the King of kings over all nations. He will have authority and worshipers in all nations but will not have 
total domination—some continually war against him (Dan. 11:40-45).  
 
13All the world marveled and followed the beast [Antichrist]. (Rev. 13:3) 
 
8All who dwell on the earth will worship him,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Rev. 13:8)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이며 모든 국가들위에서 왕중의 왕이 되려고 할 때 지상의 모든 사
람들이 자신을 예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들안에서 권세와 예배자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그를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로 인해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지는 못할 것이다. (단 11:40-45) 
 
13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적그리스도)을 따르고 (계 13:3) 
 
8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 13:8) 

The counterfeit trinity consists of Satan who imitates the Father, as he empowers the Antichrist who E. 
imitates the Son, and the False Prophet who imitates the Holy Spirit (Rev. 13:1-2, 11-18).  
 
거짓 삼위일체는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로 구성된다 용(사탄)은 첫번 짐승(적그리스도)와 두번
째 짐승(거짓선지자)들을 권능을 부여 한다. (계 13:1-2,11-18). 

Satan’s two main purposes in giving the Antichrist power are to lead a global worship movement  F. 
(Rev. 13:4, 8) and to exterminate the Jewish people (Zech. 13:8-9; Rev. 12:12-17) so a believing 
remnant of Jews cannot invite Jesus back to Jerusalem to rule Israel as their King (Mt. 23:37-39). 
 
적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려고 하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두가지 목적은 전세계적 예배 운동을 일으키고 
(계 13:4,8),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것이다(스 13:8-9, 계 12: 12-17). 그래서 남아있는 유대인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예루살렘으로 다시 초청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마 23:37-39).  

The Antichrist will be given great credibility by the loyal service of the G. False Prophet who will do great 
miracles and yet will insist that he serves the Antichrist because he is God. The False Prophet will use 
the image of the Beast (statue of the Antichrist) that will be empowered by demons so that it will talk, 
breathe, and make laws (Rev. 13:14-16).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자자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으로 인해 엄청난 신뢰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들은 엄청
한 기적들을 행하면서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기에 그를 섬겨야 한다라고 주장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
들은 짐승의 형상(적그리스도의 동상)을 사용할 것인데, 이것은 법을 만들고 숨을 쉬며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귀로부터 능력을 얻게 될 것이다.(계 13:14-16) 

The Antichrist’s political reign will last for at least seven years (Dan. 9:27). He will first bring world H. 
peace; then in his final 3½ years, he will turn on Israel and all who refuse to worship him.  
 
적그리스도의 정치적 영역은 칠년동안 지속될 것이다(단 9:27). 그는 먼저 세계 평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 
마지막 3년반기간에 자신에게 예배하기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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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christ’s worldwide empire will include 4 main components: I. political authority to set policy and 
make laws to kill his resistors (Rev. 13:1-2, 15; 17:16); military force (Rev. 13:4, 7); economic control 
in the nations to establish monopolies and oppress nations (Rev. 13:2, 15-17); and religious control to 
establish a worldwide satanic worship movement (Rev. 13:4, 8-14).  
 
적그리스도의 전세계 제국은 네가지 주요한 구성요소를 포함한다: 그에게 저항하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

는 정책과 법을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권한 (계 13:1-2, 15; 17:16); 군사적 힘(계 13:4,  7); 민족들을 억압하

고 국가들 안에 독점회사들을 세우기 위한 경제 지배(계 13:2, 15-17) 그리고 전세계적 사탄숭배 운동을 

세우기 위한 종교적 지배이다(계 13:4, 8-14) 

The Antichrist’s 10-nation confederationJ.  will provide him with the largest political, military, and 
economic alliances, giving him the greatest power base of any man or empire in history. He will 
have the largest army, the largest political and religious network, and the most money of any in 
history and he will be the greatest criminal in history. The 10-nation confederation (Dan. 2:40-44; 
7:7; Rev. 17:12) will possibly headquarter in the European Union (revived Roman Empire).  
 
24His power shall be mighty…he shall destroy the mighty… (Dan. 8:24) 
 
적그리스도의 10개국동맹은 그에게 최대의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협력을 공급할 것이다. 이것은 그에게 

역사상 그 어떤 사람이나 제국도 갖지 못한 최대의 힘을 줄 것이다. 그는 가장 거대한 군대와 정치적 종

교적 네트워크와 역사상 그 누구보다도 많은 돈을 가질  것이다. 그는 역사상 최악의 범죄인이 될 것이

다. 10개국동맹(단 2:40-44; 7:7; 계 17:12)는 아마도 유럽연합에(부활한 로마제국)에 본거지를 두게 될 

것이다. 
 
24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단 8:24) 

Summary of the coming Antichrist as the most powerful evil political leader in history:K.  

Military Genius (tactics/strategy) – Rev. 6:2; 13:2,16; Dan. 8:24, 25; 11:38-391. 
Oratorical Genius (moves masses of people) – Dan. 11:32, 36; 8:232. 
Political Genius (diplomacy) – Rev. 13:8, 12; 17:11-12; 2 Thes. 2:4; Dan. 7:233. 
Commercial Genius (prosperity) – Dan. 11:36, 43; Rev. 13:16-17; Dan. 8:9, 244. 
Religious Genius (doctrines and history) – 2 Thes. 2:4; Rev. 13:4, 8, 125. 
Intellectual Genius (science, math, technology, languages, etc.) – Dan. 8:23; 7:256. 
Occult Genius (demonology, miracles, human sacrifice) – Dan. 8:24; 11:39; Rev. 13 7.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악한 정치적 지도자로서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요약 

군사적 천재성 (전술/전략)- 계 6:2; 13:2,16; 단 8:24, 25; 11:38-391. 
연설의 천재성 (수많은 청중을 움직임) - 단 11:32, 36; 8:232. 
정치적 천재성(외교) - 계. 13:8, 12; 17:11-12; 살후 2:4; 단. 7:233. 
상업적 천재성 (부유함) - 단 11:36, 43; 계. 13:16-17; 단 8:9, 244. 
종교적 천재성 (교리들과 역사) - 살후 2:4; 계 13:4, 8, 125. 
지적 천재성 (과학, 수학, 기술, 언어등) - 단 8:23; 7:256. 
이단적 천재성 (귀신론, 기적, 인간과학) - 단 8:24; 11:39; 계 1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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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CHRIST IN THE BOOK OF DANIEL    III. 
  다니엘서에서의 적그리스도 

Daniel recorded four visions for us in Scripture (Dan. 7:1-28; 8:1-27; 9:24-27; 10:4-12:13). The A. 
Antichrist’s great power, fierce cruelty and certain defeat by the manifestation of God’s power are 
central to all four visions. The first two visions (Dan. 7 and Dan. 8) contain symbolism that is  
explained by an angel. The last two visions (Dan. 9 and Dan. 10-12) have no symbolism.  
 
다니엘은 성경에서 우리를 위해서 4가지 환상들을 기록했다(단7:1-28; 8:1-27; 9:24-27; 10:4-12:13).  

적그리스도의 큰 능력, 강렬한 잔인함,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이 나타남에 의한 확실한 패배가 4가지 환

상의 핵심이다. 처음 두 환상들(단7,8장)은 천사에 의해서 해석된 상징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 두 환상

들 (단9,10-12장)은 상징성이 없다.  

The two most detailed prophecies about the Antichrist in the OT are found in Dan. 8:9-26 and Dan. B. 
11:21-36. They are parallel to Rev. 13 (most detailed NT prophecy about the Antichrist).  
 
구약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자세한 예언들은 다니엘 8:9-26과 단11:21-36에서 발견된다. 그들

은 계시록 13장과 평행구절이다(적그리스도에 관한 신약의 가장 자세한 예언).  

The Dan. 8 vision focuses on the Antichrist’s personality and power, whereas the one in Dan. 11 C. 
describes his religious and military conflicts and activities. In Dan. 8 and 11, the actions of King 
Antiochus Epiphanes of Syria and his 12-year reign (175-164 BC) give us a prophetic picture of 
the Antichrist. He was a cruel man who was one of Israel’s greatest persecutors. God disciplined 
Israel through Antiochus as a prophetic picture of His discipline of Israel through the Antichrist.  
 
다니엘 8장의 환상은 적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다니엘 11장은 그의 종교적, 

군사적 갈등들과 활동들을 묘사하고 있다. 다니엘 8,11장에 있는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활동과 그의 12년 통치(175-164 BC)는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예언적인 그림을 보여 준다. 그는 잔인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핍박자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스라엘

을 훈련하는 예언적인 그림으로서 안티오쿠스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훈련하였다. 

The relationship between Antiochus and the Antichrist is that of type and antitype, thus, the Antichrist D. 
may be from the same territory that Antiochus IV ruled (Syria or Babylon). The Antichrist will also be 
involved in territory that was formerly in the Roman Empire (Dan. 9:26). Some commentators seek to 
dismiss these prophecies by saying that they were all fulfilled in the rule of Antiochus Epiphanies, yet 
less than half of the prophetic details in Dan. 8 and Dan. 11 were fulfilled in Antiochus’ life. They will 
be completely fulfilled only in the Antichrist’s rule.  
 
안티오쿠스와 적그리스도의 관계는 유형과 예표(대비된 모형)이 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안티오쿠스  

4세가 통치했던 같은 지역에서 나올 지도 모른다(시리아 혹은 바벨론). 적그리스도는 또한 로마제국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단9:26). 어떤 주석가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경력에서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

었다고 말함으로 이 예언들을 무시한다. 그러나, 실제로 다니엘 8장과 11장의 자세한 예언들 중 절반도 

안티오쿠스 생애에서는 성취되지 못했다. 그들은 오직 적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온전하게 성취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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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NTICHRIST’S PERSONALITY AND POWER (DAN. 8:23-25) IV. 
  적그리스도의 특성과 능력(단 8:23-25) 
 
 23 In the latter time of their kingdom,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their fullness, a king  
 [Antichrist] shall arise, having fierce features [strong or cruel countenance], who understands sinister  
 schemes [complex problems: spiritual and natural]. 24His power shall be mighty, but not by his own power  
 [but by demonic power]; he shall destroy fearfully, and shall prosper and thrive; he shall destroy the  
 mighty [world leaders], and also the holy people [believers]. 25Through his cunning he shall cause deceit to  
 prosper under his rule; and he shall exalt himself in his heart. He shall destroy many in their prosperity.  
 He shall even rise against the Prince of princes [Jesus]; but he shall be broken without human means  
 [by Jesus’ power]. (Dan. 8:23-25) 
 
 23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적그리스도) 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강한 또는 잔인한  
 얼굴)하며 속임수에 능하며(복잡한 문제들: 영적 그리고 자연적) 24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마귀의 능력으로)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세계 지도자)  
 거룩한 백성을(성도) 멸하리라 25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예수님의 능력으로) (단 8:23-25) 

“A king shall arise” (v. 23); the Antichrist will be a political leader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A. 
their fullness or when sin reaches its greatest depths of perversion in all history.  
 
한 왕이 일어날 것이다(23절);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인 지도자가 될 것이다. 범죄자들이 그들의 충만함
에 이를 때 또는 죄악은 주님이 재림하는 세대에서 가장 큰 크기(역사상 알려졌던 것중)에 이를 것이다 

He will have “fierce features” (v. 23); he will be cruel without any mercy and will understand sinister B. 
schemes or complex problems in the spiritual realm (occult) as well as in the natural realm of politics, 
war, and economics, etc. His power shall be mighty but not by his own power (v. 24). The Antichrist’s 
source of power will be satanic (Rev. 13:2). “He shall destroy fearfully” (v. 24) means that he will destroy 
nations and kill people in a terrifying way that brings fear.  
 
그는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질 것이다.(23절). 그는 긍휼함이나 자비가 전혀 없는 잔인한 존재일 것이며,  
사악한 계획들과 영적인 세계(이단)와  정치, 전쟁 그리고 경제 등등 자연영역에서의 복잡한 문제들도  
이해할 것이다(24절). 적그리스도의 힘의 원천은 사탄으로부터이다(계 13:2).“그는 무자비하게 파괴할 것
이다”(24절)의 의미는 그는 민족들을 파괴하며, 공포를 가져는 끔찍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일 것이다. 

He “shall prosper and thrive” (v. 24); he will seem totally invincible to the nations (Rev. 13:4). He shall C. 
destroy the mighty and the holy people (v. 24) including world leaders and the saints.  
 
그는 번영하고 번성할 것이다(24절 ) - 그는 열방국가 들에게 완전하게 천하무적으로 보일 것이다(계13:4). 
그는 세계 지도자들과 이스라엘의 남은자들을 포함하는 강하고 거룩한 백성들을 파괴 할 것이다(24절)  

“Through his cunning he shall cause deceit to prosper” (v. 25); he will convince with lies backed up by D. 
demonic signs to confirm them (2 Thes. 2:9). He will use propaganda to deceive society.  
 
9The coming of the lawless one [Antichrist] is according to the working of Satan, with all power, signs, 
and lying wonders, (2 Thes.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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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교활함을 이용하여, 그는 사람들을 번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속일 것이다”(25절). 그는  
마귀적인 표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들을 확신 시킬 것이다(살후2:9). 그는 사회를 속이기 위해  
자신을 선전할 것이다. 
 
9악한 자(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살후 2:9) 

“He shall be broken without human means” (v. 25) or defeated by Jesus (2 Thes. 2:8; Rev. 19:20). E. 
 
“그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없이도 파괴되거나”(25절), 예수님에 의해서 패배할 것이다(살후2:8; 계19:20). 

THE ANTICHRIST’S RELIGIOUS AND MILITARY ACTIVITIES (DAN. 11:36-45)   V.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그리고 군사적 활동들(단 11;36-45) 

The two most informative chapters on the Antichrist are Daniel 11 and Revelation. 13. They each have A. 
a different emphasis. In Daniel 11:36-39, we see the Antichrist’s inner thoughts about religion. Only in 
Revelation 13 do we understand his plan to be the only religion on earth. In Daniel 11:40-45, we see 
his regional military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In Revelation 13:11-18, we see his miracles, economic 
sanctions, and legislative powers to kill all who resist him.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가장 많은 정보를 주는 장은 다니엘 11장과 계시록 13장이다. 그들은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가진다. 다니엘 11:36-39에서 우리는 종교에 관한 적그리스도의 내적인 생각들을 볼 수 

있다. 계시록 13장에서는 단지 우리가 지구 위에서 단일 종교를 세우는 그의 계획을 이해한다. 다니엘 

11:40-45에서 우리는 중동에서 그의 지역적 군사분쟁들을 본다. 계시록 13:11-18 에서 우리는 그의 기적

들, 경제적 제재 그리고 그를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법률을 제정하는 능력을 본다. 

There are three parts of Daniel 11:36-12:3. First, the Antichrist’s religious attitudes (Dan. 11:36-39). B. 
Second, the Antichrist’s military activities and conflicts in the Middle East (Dan. 11:40-45). Third, the 
victory of God’s people and the defeat of the Antichrist (Dan. 12:1-3).   
 
단11:36-12:3 절도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태도(단11:36-39). 둘째, 적그리

스도의 군사적 활동들과 중동지역에서의 마찰들(단11:40-45). 셋째, 적그리스도의 패배와 하나님의 백성

의 승리(단12:1-3) 

 The Antichrist’s religious attitude is seen in his arrogance and self-exaltation (Dan. 11:36-37).  C. 
 
36The king shall do according to his own will: he shall exalt and magnify himself above every god, 
shall speak blasphemies against the God of gods, and shall prosper till the wrath has been accomplished…
37He shall regard neither the God of his fathers nor the desire of women, nor regard any god; for he 
shall exalt himself above them all. (Dan. 11:36-37) 
 
적그리스도의 종교적 태도는 그의 교만함과 자기예찬에서 볼 수 있다.  
 
36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
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37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
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단 11: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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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ill “do according to his own will” (v. 36). His arrogance is manifest in him doing according 1. 
to his own will or without any fear of consequences from God or man.  
 
그는“자신의 뜻대로 행할 것”이다(36절). 그의 오만함은 하나님이나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에서 나타날 것이다. 

He shall exalt himself above every god (v. 36). The Antichrist’s unique political, military, economic, 2. 
religious power will empower him in his pride so that he claims to be God.  
 
4[The Antichrist]…exalts himself above all that is called God or that is worshiped, so that he 
sits as God in the temple of God, showing himself that he is God. (2 Thes. 2:4) 
 
그는 모든 신들 위에 그 스스로를 높일 것이다(36절) - 적그리스도의 독특한 정치적, 군사적, 경
제적, 종교적인 능력과 지능은 그가 자신을 하나님으로 주장할 만큼 교만하도록 할 것이다. 
 
4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살후 2:4) 

“He shall speak blasphemies against the God of gods” (v. 36). He will claim things about himself 3. 
that are shocking, as he speaks with terrible boldness against God (Dan. 7:8, 11, 20, 25; 2 Thes. 
2:4). He shall speak great things, things that were previously unheard of. 
 
5He was given a mouth speaking great things and blasphemies…6he opened his mouth in  
blasphemy against God, to blaspheme His name, His tabernacle… (Rev 13:5-6) 
 
8In this horn [Antichrist] was…a mouth speaking pompous words…11The pompous words 
which the horn was speaking…20that horn had…a mouth which spoke pompous words… 
25He shall speak pompous words against the Most High… (Dan. 7:8, 11, 20, 25) 
 
그는 신들의 하나님에 대하여 모독하는 말을 할 것이다 (36절 ) - 그가 하나님에 대항하여 무서
운 오만함으로 말할 때, 자신에 대해서 충격적인 주장할 것이다(단7:8,11,20,25,25; 살후2:4). 그는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말할 것이다. 
 
5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 13: 5-6) 
 
8내가 그 뿔(적그리스도)을…또 입이 있어 큰(거만한) 말을 하였더라 11그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
로 말미암아…20…그 뿔에는…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25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단 7: 8,11,20,25) 

He “shall prosper” (v. 36). The Antichrist will appear to deliver the world from its global political, 4. 
economic, spiritual, and military crisis (Mt. 24:7-8).  
 
25Through his cunning he shall cause deceit to prosper under his rule… (Dan. 8:25) 
 
21A vile person…shall come in peaceably, and seize the kingdom by intrigue (Dan.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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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번영할 것이다(36절 ) -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정치적, 경제적, 영적, 군사적인 위기로부터 
세계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날 것이다.(마24:7-8) 
 
25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단 8:25) 
 
21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단 11:21) 

He “shall prosper till the wrath has been accomplished” (v. 36). He will seem to be invincible as 5. 
he prospers until God suddenly stops him. He is only a tool of God’s judgment on apostate Israel 
and on the wickedness of the nations (Rev. 13).  
 
그는 진노가 끝날 때까지 번영할 것이다. (36절) - 갑자기 하나님이 그를 멈출 때 까지는 번영하기
에,  그는 천하무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는 배교한 이스라엘과 민족들의 사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유일한 도구다(계13). 

He will not regard “the God of his fathers” (v. 37). He will despise the religious heritage in which 6. 
he grew up. The “God of your fathers” is a biblical phrase for those with a devout Jewish heritage 
(2 Chr. 33:12; Acts 22:14). He may grow up in a Jewish home.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을 무시할 것이다(37절). 그는 그가 성장한 종교적인 유산을 무시할 것이
다.“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구절은 독실한 유대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성경구절이다. 
(대하 33:12; 행 22:14). 이 구절을 보면 적그리스도는 유태인 가정에서 성장할 수도 있다. 

He shall not regard “the desire of women” (v. 37). Some translate this as the “desire for women,” 7. 
meaning that he will hate women in every way.  
 
그는 여인들의 갈망을 무시할 것이다(37절) -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그가 모든 면에서 여인들을 미
워할 것이라는 의미로서“여인들을 향한 갈망”으로 번역한다. 

He shall not “regard any god” (v. 37). He will have a total anti-God policy. He will require all to 8. 
worship him at the cost of their lives (Rev. 13:15).  
 
8All who dwell on the earth will worship him, whose names have not been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Rev. 13:8) 
 
그는 또한 어떤 신도 무시할 것이다(37절) - 적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신을 반대하는 정책을 가질 
것이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자신을 예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계13:15) 
 
8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 13:8) 

The Antichrist’s religious attitude is seen in his worship of war (Dan. 11:38-39)D.  
 
38He shall honor a god of fortresses; and a god which his fathers did not know he shall honor with 
gold and silver, with precious stones and pleasant things. 39Thus he shall act against the strongest 
fortresses with a foreign god, which he shall acknowledge, and advance its glory; and he shall cause 
them to rule over many, and divide the land for gain. (Dan. 11: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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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그리스도의 종교적 태도는 전쟁을 숭배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38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드려 공경할 것이며  
39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단 11: 38-39) 

“He shall honor a god of fortresses” (v. 38). The god of fortresses speaks of demons who work to 1. 
promote war. It speaks of a combination of military and demonic power. His god will be military 
conquest (Dan. 11:40-45; 7:8, 24; Rev. 13:4; 16:13-16).  
 
“그는 강한 신으로 존경받을 것이다”(38절) 강한 신은 전쟁을 촉진시키는 일을 하는 마귀를 
증명할 것이다. 그것은 군사적 능력과 마귀적인 능력이 합쳐진 것을 의미한다. 그의 신은 군사
적 정복자일 것이다. (단 11: 40-45; 7:8, 24; 계 13:4; 16:13-16) 

The Antichrist will honor the god of military strength (the god of fortresses) with gold and silver 2. 
by spending unprecedented amounts of money on developing his military. He will acknowledge 
the foreign god of military might by honoring the demons behind war.  
 
적그리스도는 자신의 군사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전에 없었던 많은 돈(금은과 보석 등을 가지
고)을 사용함으로 군사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다. 그는 전쟁뒤에 숨어있는 사탄을 공경함으로서 이
방신들의 군사적 힘을 인정할 것이다. 

The combination of military and demonic power will be “foreign” or unknown to his family heri-3. 
tage. They will not have any background in the military or in satanic worship.  
 
군사력과 마귀적 능력의 연합은 그의 가족 유업에게는“외국적”이거나 알려지지 않은 것일 것이
다. 그들은 군대나 사탄 숭배에 어떤 배경을 갖지 않을 것이다. 

The Antichrist’s military activities (Dan. 11:40-45). The Antichrist will overwhelm (v. 40), overthrow (v. 41), E. 
stretch out his hand against (v. 42), and annihilate (v. 42) the nations.  
 
적그리스도의 군사적 활동(단 11: 40-45). 적그리스도는 국가들을 압도할 것이며(40절), 전복시킬 것이며
(41절), 전멸시키기 위해 공격할 것이다. 

The kings of the South (Egypt) and the North (Syria) shall attack the Antichrist. In Daniel 11, 1. 
the king of the South signifies Egypt and the king of the North signifies Syria.  
 
40At the time of the end the king of the South [Egypt] shall attack him [the Antichrist]; and the 
king of the North [Syria] shall come against him [the Antichrist] like a whirlwind, with chariots, 
horsemen, and with many ships… (Dan. 11:40) 
 
남방 왕(이집트) 과 북방 왕(시리아) 이 적그리스도를 공격할 것이다. 다니엘 11장을 통해서 남방 
왕은 매번 이집트 왕을 나타내고 북방왕은 시리아 왕을 나타낸다. 
 
40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집트)이 그(적그리스도)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시리아)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적그리스도)에게로 마주 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 같이 지나갈 것이요 (단 11:40)

9.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그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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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christ will attack Egypt (Dan. 11:42-43).  2. 
 
42The land of Egypt shall not escape. 43 He shall have power over the treasures of gold and 
silver, and over all the precious things of Egypt… (Dan. 11:42-43) 
 
적그리스도는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다(단 11:42:43) 
 
42그가 여러 나라들에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43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단 11: 42-43) 

 3. The Antichrist will be attacked from the east and the north (Dan. 11:44).  
 
44But news from the east and the north shall trouble him; therefore he shall go out with great 
fury to destroy and annihilate many. (Dan. 11:44) 
 
적그리스도는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다.(단 11:44) 
 
44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
시키고자 할 것이요 (단 11: 44) 

The Antichrist shall invade Israel (Dan. 11:45). He will plant part of his headquarters in Israel  4. 
(v. 45). The glorious holy mountain is in Jerusalem (the site of the temple).  
 
45And he shall plant the tents of his palace between the seas [Mediterranean Sea and the Dead 
Sea] and the glorious holy mountain [Jerusalem]… (Dan. 11:45)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단 11:45). 그는 자신의 본부의 한 부분을 이스라엘에  

세울 것이다.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은 예루살렘안에 있다(성전이 있는 자리) 
 
45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지중해와 사해) 영화롭고 거룩한 산(예루살렘)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단 11: 45) 

Some believe that Antiochus IV was the king described in Dan. 11:36-45. However, the historical 5. 
facts of Antiochus’s life and military career do not fit this passage. For example, Antiochus IV did 
not exalt himself above every god (11:36-37), nor did he reject “the gods of his fathers,” nor  
worship “a god unknown to his fathers” (11:38).  
 
어떤 사람들은 안티오쿠스 4세가 다니엘 11:36-45에 묘사된 왕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안티오쿠

스의 삶과 군사적 경력의 역사적 사실들을 이 구절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안티

오쿠스 4세는 모든 신들보다 자신을 더 높이거나,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그의 조상들에게 알려지

지 않는 다른 신들을 거부하지도 않았다.(11:38) 
 
 
 
 

9. The Antichrist: His Role in the End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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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christ’s sudden defeat (Dan. 11:45). Jesus will easily, suddenly, and totally destroy him (Dan. F. 
7:11-14, 22, 26-27; 9:27; 11:45; 2 Thes. 2:8; Rev. 16:16; 19:20).  
 
45Yet, he shall come to his end, and no one will help him. (Dan. 11:45)  
 
적그리스도는 급작스럽게 패배(단 11:45). 예수님은 쉽고, 갑작스럽고, 완전하게 그를 멸망시킬 것이다.  

(단 7:11-14, 22, 26-27; 9:27; 11:45; 살후. 2:8; 계 16:16; 19:20) 
 
45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단 11:45) 

Daniel describes the Antichrist’s body as slain and given to the burning flame. Some see it as his 1. 
corporate kingdom that is slain, but it is he who is cast into the lake of fire.  
 
11The beast was slain, and its body destroyed and given to the…flame. (Dan. 7:11) 
 
20The Beast [Antichrist] was captured and...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 (Rev. 19:20)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의 몸이 살해당하고 뜨거운 불속에 던져진다라고 말한다. 어떤 이들은 이

것을 그와 협력했던 왕국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것도 불못에 던져지는 적리스도이다.  
 
11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단 7:11) 
 
20짐승이 잡히고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 19:20) 

Jesus will consume the Antichrist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By His very breath, Jesus will 2. 
release the Spirit’s power to immobilize the Antichrist so that he might be captured and thrown 
alive into the lake of fire, whereby his mortal body is slain.  
 
8Then the lawless one [Antichrist] will be revealed, whom the Lord will consume with the 
breath of His mouth and destroy with the brightness of His coming. (2 Thes. 2:8) 
 
예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로 적그리스도를 전소시킬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숨결을 

사용해서 적그리스도를 꼼짝못하도록 묶을 것이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육체는 죽을 것인데도,  

잡히고 살아있는체로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8그 때에 불법한 자(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
심으로 폐하시리라 (살후 2:8) 

9. 적그리스도: 마지막 때의 그의 역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