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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6 The Personality & Power of the Antichrist (Dan. 8:15-27) 

6 과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 (단 8:15-27) 

I. REVIEW: OUTLINE OF DANIEL 8 

복습: 다니엘서 8장 개요 

A. Daniel’s vision (Dan. 8:1-14)                            

다니엘의 환상 (Dan. 8:1-14) 

B. Gabriel appeared to Daniel to explain and expand the vision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환상을 설명하고 환상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 주다 (8:15-25) (8:15-25) 

1. The vision pertains to the end times (8:15-19)                                     

이 환상은 마지막 때에 관한 것이다 (8:15-19) 

2. Gabriel’s explanation of the symbols (8:20-22)                                       

상징들에 대한 가브리엘의 설명 (8:20-22) 

3. The Antichrist’s personality and power (8:23-25)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 (8:23-25) 

C. The importance of the vision (8:26-27)                                                    

이 환상의 중요성 (8:26-27) 

II.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GOD’S VIEW OF THE ANTICHRIST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 

A. Jesus called His people “to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and then pointed us to the book of Daniel 

to grasp it (Mt. 24:15). This is the central event that helps us to understand the pressures of the end and 

God’s view of the Antichrist and his horrific ways.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멸망의 가증한 것을 “볼” 것이라 말씀하셨으며,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구약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니엘서를 주셨다 (마 24:15). 이는 우리가 마지막 때의 

어려움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섭고 끔직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심 사건이다. 

15
“When you see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spoken of by Daniel the prophet, standing in the holy 

place…” 
16

then let those who are in Judea flee to the mountains…
21

For then there will be great 

tribulation, such as has not been…” (Mt. 24:15-21) 
15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16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 
21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마 2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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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most emphasized theme in the book of Daniel, surprisingly, is not Jesus, but the Antichrist. Why? 

Because the Lord knows that many will be deceived by the Antichrist or offended at Christ because of the 

persecution related to the Antichrist. Both will lead to the end-time falling away  

(Mt. 24:9-13; 2 Thes. 2:3; 1 Tim. 4:1-2; 2 Tim. 3:1-7; 4:3-5; 2 Pet. 2:1-3). The negative issue that Jesus 

most emphasized in Matthew 24 was the need to avoid deception (Mt. 24:4-5, 11, 24).                

다니엘서에서 가장 강조된 주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이다. 왜인가? 이는 주님은  많은 

이들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미혹되며,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핍박으로 인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족해버릴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마지막 때의 배교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마 

24:9-13; 살후 2:3; 딤전 4:1-2; 딤후 3:1-7; 4:3-5; 벧후 2:1-3). 예수님이 마태복음 24 장에서 가장 

강조하신 부정적인 문제는 미혹을 피할 것에 대한 필요성이었다 (마 24:4-5, 11, 24). 

4
“Take heed that no one deceives you...

9
They will deliver you up to tribulation and kill you,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nations for My name’s sake. 
10

Then many will be offended… 
11

Then many false 

prophets will rise up and deceive many…
24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rise and show great 

signs and wonders to deceive, if possible, even the elect. 

(Mt. 24:4, 9-10, 24)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마 24:4, 9-10, 24) 

C. One of the main points in the book of Daniel, and the subject of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is how 

uniquely horrific the Antichrist is. He is incarnate evil, even incarnate cruelty. His most prominent name 

in Scripture is the Beast. He is called the Beast 36 times in Revelation so that all will know that it will be 

impossible to negotiate with him for mercy. Too many have not grasped that the most horrific man in 

history is coming. Many Bible teachers believe that references to him are symbolic; thus, they do not 

believe that he will even exist. Many believers know little about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and many 

Bible teachers have never taught on it.                   

다니엘서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이고 멸망의 가증한 것의 주제이기도 한 것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전례 

없이 무섭고 끔찍한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인간의 탈을 쓴 악이요 인간의 탈을 쓴 잔혹함이기도 하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두드러진 이름은 짐승이다. 그는요한 계시록에서 36 번이나 

짐승으로 불리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는 그에게 자비를 구하며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무시무시한 인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그에 대한 언급들이 상징적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그들은 그가 

존재하리라는 것조차 믿지 않는다. 많은 성도들은 이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해 아주 조금 알고 있을 

뿐이며, 많은 성경 교사들은 이에 대해 가르쳐본 적도 없다. 

D. God raised up Daniel as a forerunner prophet 2,500 years ago as a premier gift to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so that God’s people will be not seduced by the Antichrist’s grandeur or passive about 

the certainty of his coming.                            

하나님은 주님의 재림의 세대를 향한 최고의 선물로 2,500년 전에 다니엘을 선두주자로 세우셨으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의 장엄함에 미혹되지 않으며,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수동적이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DANIEL: STUDIES IN THE END TIMES – MIKE BICKLE 
Session 6 The Personality and Power of the Antichrist (Daniel 8:15-27) 6 과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 Page 3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of Kansas City    ihopkc.org 
Free Teaching Library    mikebickle.org 

E. The two most detailed prophecies about the Antichrist in the OT are found in Daniel 8:9-26 and 11:21-36. 

They parallel Revelation 13 (the most detailed NT prophecy about the Antichrist).                     

구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자세한 예언 두 가지는 다니엘서 8:9-26 절과 11:21-36 절이다. 이 

부분들은 계시록 13장 (신약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자세한 예언)과 유사하다. 

III. GABRIEL APPEARED TO DANIEL (DAN. 8:15-19)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단 8:15-19) 

A. The Lord sent Gabriel to give Daniel understanding of the vision (8:15-16).                           

주님는 다니엘이 이 환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브리엘을 보내셨다 (8:15-16). 

15
…when I, Daniel, had seen the vision and was seeking the meaning…suddenly there stood before me 

one having the appearance of a man. 
16

And I heard a man’s voice between the banks of the Ulai, who 

called, and said, “Gabriel, make this man understand the vision.” (Dan. 8:15-16)  
15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

 내가 들은즉 

을래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단 8:15-16) 

1. Seeking the meaning: Daniel had seen the vision and was seeking the meaning; suddenly Gabriel 

stood before him in the appearance of a man.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았고, 그 의미를 구하고 있었다; 갑자기 가브리엘이 

그 앞에 사람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2. Gabriel: Gabriel’s appearance indicates the importance of this vision. Gabriel is mentioned four 

times in the Scripture—twice in Daniel (8:16; 9:21) and twice in the gospel of Luke (Lk. 1:11-20, 

26-38). Each time he delivered significant messages directly related to the coming of the Messiah. 

He is known as a “messenger angel.”                          

가브리엘: 가브리엘이 나타난 것은 이 환상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가브리엘은 성경에서 4 번 

언급된다. 2번은 다니엘서에서 이고 (8:16; 9:21) 2 번은 누가복음에서 이다 (눅 1:11-20, 26-38). 

매번 그는 메시아의 오심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메신저 천사”로 

알려져 있다. 

B. Daniel’s response to seeing Gabriel (8:17-18)                         

가브리엘을 봤을 때의 다니엘의 반응 (8:17-18). 

17
…he said to me, “Understand, son of man, that the vision refers to the time of the end”… 

19
And he 

said, “Look, I am making known to you what shall happen in the latter time of the indignation; for at 

the appointed time the end shall be.” (Dan. 8:17-19)  
17

 …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한글 KJV: 마지막 

때에 있을 것임이라] … 
19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단 8:17-19) 

1. Son of man: Gabriel called Daniel “son of man,” and then 13 years later Gabriel called him 

“greatly beloved” (9:23). The title “son of man” indicates human weakness.              

인자야: 가브리엘은 다니엘을 “인자”라고 불렀으며, 13년 후 그는 다니엘을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고 불렀다 (9:23). “인자”라는 호칭은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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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indignation: The term indignation in Scripture points to the times in which God was 

indignant with Israel because of their sin.                                 

진노: 성경에서 진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진노하셨을 때를 

가리킨다. 

a. It is a time when God disciplined Israel, usually through Gentile armies.                

이는 하나님이 보통 이스라엘을 이방 군대를 통해 훈계하셨던 시간이다. 

b. The oppression of Israel by Assyria (Isa. 10:5, 25) and Babylon (Lam. 2:6) are referred to as 

indignation.                        

앗수르 (사 10:5, 25)와 바벨론 (애 2:6)에 의한 이스라엘의 압제는 진노로 언급된다. 

c. The “indignation” refers to God’s discipline of Israel in the days of Antiochus and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이 “진노”는 안티오쿠스 때와 대환란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훈계하시는 것을 말한다. 

3. Time of the end: Gabriel’s first message was that Daniel should understand that the vision refers 

to the “time of the end” or the end times (8:17). He repeated three more times that the message 

pertained to the end times—the “latter time of the indignation” (8:19), the “appointed time of the 

end” (8:19), and in the “latter time” (8:23).                          

마지막 때: 가브리엘의 첫 메시지는 다니엘이 “정한 때의 끝” 또는 “마지막 때”에 대한 환상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8:17). 가브리엘은 이 메시지가 마지막 때에 대한 것임을 3 번 더  

반복했다 –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한글 KJV: 진노의 마지막 끝)” (8:19), “정한 때의 끝” 

(8:19), 그리고 “마지막 때” (8:23). 

4. The vision pertains to “the latter time of the indignation,” i.e., the end of the indignation period. 

The “latter portion of the indignation” and the “time of the end” are synonyms.                    

이 환상은 “진노의 마지막 끝”에 대한 것이다. 즉 진노하시는 시간의 끝에 대한 것이다. “진노의 

마지막 끝”과  “마지막 때”는 동일한 단어이다. 

IV. GABRIEL’S EXPLANATION OF THE SYMBOLS (DAN. 8:20-22) 

상징에 대한 가브리엘의 설명 (단 8:20-22) 

A. Gabriel interpreted the ram with two horns and the male goat with the large horn (8:20-22).  

Most agree that this was completely fulfilled in history by the Medo-Persian and Greek empires. 

가브리엘은 두 뿔을 가진 숫양과 큰 뿔을 가진 숫염소에 대해 해석해 주었다 (8:20-22).  

대부분은 이 부분이 메대-바사와 헬라 제국을 통해 역사 가운데 완전히 성취된 것에 동의한다. 

20
The ram which you saw, having the two horn—they are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  

21
And the male goat is the kingdom of Greece. The large horn that is between its eyes is the first king 

[Alexander the Great]. 
22

As for the broken horn and the four that stood up in its place, four kingdoms 

shall arise out of that nation, but not with its power. (Dan. 8:20-22)  
20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 [알렉산더 대왕]이요 
22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단 8:20-22) 

1. The ram: The two horns are the kings of Media and Persia.               

숫양: 두 뿔은 메대와 바사의 왕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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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 male goat: This speaks of the kingdom of Greece.                 

숫염소: 이는 헬라 제국을 말한다. 

3. The large horn: The horn between its eyes is the first king, Alexander the Great. 

큰 뿔: 두 눈 사이의 뿔은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 대왕이다. 

4. The broken horn: Alexander died in Babylon at the age of 32 in 323 BC.              

이 뿔이 꺾이고:  알렉산더는 주전 323년, 32살의 나이로 바벨론에서 죽었다. 

5. The four horns: They are referred to as the four notable horns that came up (8:8) in place of 

Alexander. Four kingdoms arose following his death. In place of Alexander the Great, four of his 

notable generals divided up his kingdom into four separate kingdoms. This parallels the four 

heads of Daniel 7:6.                                

네 뿔: 이들은 알렉산더 대신에 올라온 현저한 4 뿔로 불린다. 알렉산더의 죽음 이후에 4 제국이 

일어났다. 알렉산더 대왕 대신, 그의 뛰어난 4 명의 장군이 그의 제국을 4 개의 제국으로 

분리했다. 이는 다니엘서 7:6절의 머리 넷과 유사하다. 

V. THE ANTICHRIST’S PERSONALITY AND POWER (DAN. 8:23-25) 

적그리스도의 성품과 능력 (단 8:23-25) 

A. Daniel received this prophecy about the Antichrist directly from Gabriel (8:23-25).                     

다니엘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을 가브리엘로부터 직접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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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understands sinister schemes.  
24

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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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lso the holy people. 
25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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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s power]. (Dan. 8:23-25)  
23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적그리스도]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한글 KJV: 무서운 용모를 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24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악마적인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25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깨지리라 (8:23-25) 

B. A king shall arise: The Antichrist shall arise as a king when the transgressors have reached their fullness, 

or when sin reaches its greatest depths of perversion in all history (8:23; 11:36).                      

한 왕이 일어나리니: 적그리스도는 반역자들이 충만하게 차오를 때, 혹은 죄의 정도가 역사상 가장 깊게 

타락하게 될 때 왕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8:2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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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ullness of transgression: Transgressors reach their fullness in sin in the end times (8:23). Sin will reach 

the greatest heights ever known in history in the generation in which the Lord returns (Dan. 8:23; 12:10; 

Mt. 13:30; 1 Thes. 2:16; Rev. 9:20-21; 14:18; 17:4; 18:5).                     

반역자들[한글 KJV: 범죄자들]이 가득한 즈음: 반역자 (범죄자들)의 죄가 마지막 때에 충만하게 

차오르게 될 것이다 (8:23). 죄는 주님의 재림의 세대에 역사상 가장 큰 높이로 차오를 것이다 (단 8:23; 

12:10; 마 13:30; 살후 2:16; 계 9:20-21; 14:18; 17:4; 18:5). 

5
The earth is defiled under its inhabitants, because they have transgressed… 

6
Therefore the curse has 

devoured the earth…the inhabitants of the earth are burned, and few men are left. (Isa. 24:5-6) 
5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6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사 24:5-6) 

D. Fierce features: The Antichrist will have fierce features (8:23). Some translations refer here to his bold or 

strong countenance—cruelty. He will be resolute in his cruelty without any capacity for compassion or 

mercy. His most prominent name in Scripture is the Beast, because he thinks like a wild beast. He is called 

the Beast 36 times in the book of Revelation to convince us that it will be impossible to negotiate with 

him for mercy. He will be the most cruel man in history.                                   

그 얼굴은 뻔뻔하며 [한글 KJV: 무서운 용모를 하고]: 적그리스도는 무서운 용모를 가질 것이다 (8:23). 

어떤 번역가들은 여기서 그의 표정이 담대하거나 강하다고 (잔혹함) 언급한다. 그는 긍휼함이나 

자비라고는 전혀 없는 잔혹함에 있어 단호할 것이다.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가장 두드러진 

이름은 짐승인데, 이는 그가 야생 짐승처럼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요한계시록에서 36번이나 

짐승으로 불리며, 이를 통해 우리는 그에게 자비를 구하며 협상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확신할 수 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인간이 될 것이다. 

E. Sinister schemes: He will discern the evil motives of men and solve complex problems (8:23). This will 

include the spiritual realm (occult) and the natural realm of politics, war, and economics, etc. He will 

solve complex problems by receiving supernatural, demonic insight.                       

속임수에 능하며 [한글 KJV: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KJV 흠정역: 숨겨진 글을 뜻을 깨닫는]: 그는 

사람 안의 악한 동기를 분별할 것이며, 복잡한 문제들을 풀 것이다 (8:23). 이는 영적인 영역 (주술)이나 

정치, 전쟁과 경제 등의 자연계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포함하게 될 것이다. 그는 초자연적이고 악마적인 

통찰력을 통해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낼 것이다. 

F. Mighty power: The Antichrist’s power shall be mighty (8:24). The Antichrist’s source of power will be 

satanic (Rev. 13:2). He will not be limited to human power and abilities. The Antichrist will be fully 

human and fully demonized. Some suggest that he will be “Satan incarnate.”                  

권세가 강할 것이나: 적그리스도의 권세는 강할 것이다 (8:24). 적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은 사단이다 (계 

13:2). 그는 인간의 힘과 능력의 한계에 제한되지 않을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완전히 인간적이며 완전히 

마귀적 일 것이다. 어떤 이는 이에 대해 “인간의 탈을 쓴 사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1. Satan will give power and great authority to the Antichrist to do great miracles.                        

사단은 적그리스도가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큰 권세를 줄 것이다. 

2
The dragon [Satan] gave him [Antichrist] his power, his throne, and great authority.  

(Rev. 13:2)  
2
 … 용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주었더라 (계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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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e coming of the lawless one [Antichrist] is according to the working of Satan, with all 

power, signs, and lying wonders… (2 Thes. 2:9)  
9
 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살후 

2:9) 

2. He will ascend from the bottomless pit (Rev. 11:7; 17:8).                               

그는 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다 (계 11:7; 17:8). 

7
…the beast that ascends out of the bottomless pit will make war… (Rev. 11:7)  

7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 

(계 11:7) 

 
8
The beast…will ascend out of the bottomless pit and go to perdition. (Rev. 17:8)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 (계 17:8) 

G.  Destroy fearfully: He will destroy in a fearful way and on an unprecedented level (8:24). Here, the 

Hebrew word for fearfully means “unique.” He will use unique ways to kill in large numbers, and will use 

fearful methods to produce terror.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그는 두려운 방법으로 또한 전례 없는 강도로 파괴를 자행할 것이다 (8:24). 

여기서, 놀랍게 (fearfully)라는 단어에 쓰인 히브리어는 “독특한(unique)”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는 

많은 수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독특한 방법을 쓸 것이며, 테러를 자행하기 위해 놀라운 (두려운)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23
“…fourth beast shall…devour the whole earth, trample it and break it in pieces.” (Dan. 7:23) 

23
 … 넷째 짐승은 …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단 7:23) 

H. Destroy the mighty: He will not be afraid to kill the mighty—the most prominent world leaders (politics, 

finances, science, etc.)—and beloved public figures (8:24).                               

강한 자들을 멸하리라: 그는 강한 자들, 즉 가장 중요한 세계 지도자들 (정치, 재정, 과학 등)과 사랑 받는 

유명 인사들을 죽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8:24). 

I. Destroy the holy people: He will kill Jewish people as well as members of the Body of Christ (Dan. 7:21, 

25; 8:24; 11:33-35; 12:7, 10; Rev. 6:9-11; 7:9, 14; 9:21; 11:7; 13:7, 15; 16:5-7; 17:6; 18:24; 19:2; 20:4; 

Mt. 10:21-22, 28; 24:9; Lk. 12:4-7; 21:16-19; Jn. 15:18-16:4).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을 죽일 것이다 (단 7:21, 25; 8:24; 

11:33-35; 12:7, 10; 계 6:9-11; 7:9, 14; 9:21; 11:7; 13:7, 15; 16:5-7; 17:6; 18:24; 19:2; 20:4; 마 10:21-22, 

28; 24:9; 눅 12:4-7; 21:16-19; 요 15:18-16:4). 

7
It was granted to him to make war with the saints and to overcome them. (Rev. 13:7) 

7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 (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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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Destroy many wealthy people: The Antichrist shall destroy many people who are rich (8:25).  

He will not be afraid to kill the rich, because he will not need their favor to succeed like most politicians 

do. The rich should not be confident that their wealth will protect them from the Antichrist, for he has no 

capacity for kindness or mercy.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역주: NKJV를 직역하면 “많은 부유한 사람들을 멸하며”의 뜻이 

된다]: 적그리스도는 부유한 많은 이들을 멸할 것이다 (8:25). 그는 부유한 이들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런 것 처럼 성공을 위해 그들의 호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부유한 자들은 그들의 부로 인해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는 전혀 자비나 긍휼을 베풀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16
…the ten horns…on the beast…hate the harlot…and burn her with fire. (Rev. 17:16)  

16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계 17:16) 

K. Cunning: His propaganda will be cleverly devised to deceive multitudes. He will use the arts, media, and 

music to make his message convincing. Cunning is the crafty use of special skill or knowledge that is 

characterized by trickery. Deceit and cunning will be his chief weapons. He will present himself as a man 

of peace, but will cause many wars and great destruction.                   

꾀를 베풀어: 그는 많은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자신의 선전을 교묘하게 계획할 것이다. 그는 자신의 

메시지에 대해 확신을 주기 위해 예술과 미디어, 음악을 이용할 것이다. 여기서 꾀를 베푸는 것은 사기와 

같이 기술이나 지식을 교활하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기만하고 속이는 것은 그의 주요 무기가 될 

것이다. 그는 자신을 평화의 사람으로 소개 하지만, 많은 전쟁과 큰 파괴를 야기 시킬 것이다. 

L. He will cause deceit to prosper: He will convince the multitudes with lies that are backed up by demonic 

signs to confirm them.                             

속임수를 행하고: 그는 악마적인 이적들을 통해 뒷받침되는 거짓들로 많은 사람들을 확신 시킬 것이다. 

9
The coming of the lawless one is according to the working of Satan, with all power, signs, and lying 

wonders, 
10

and with all unrighteous deception among those who perish...  

(2 Thes. 2:9-10) 
9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 (살후 2:9-10) 

M. Prosper and thrive: The Antichrist shall prosper and thrive (8:24). He shall temporarily thrive politically, 

militarily, and financially, even while doing evil and destroying people. His power and wealth will 

increase as his armies conquer more nations. What he does will seem to be blessed by God. Many will 

assume the prosperity is a sign of God’s blessing on him. This will give them confidence to join him. He 

will seem totally invincible to the nations (Rev. 13:4).                          

형통하며: 적그리스도는 번영하며 형통할 것이다 (8:24). 그는 일시적으로 정치, 군사, 재정적으로 

형통할 것이며, 악을 행하고 사람들을 파괴할 때조차 그러할 것이다. 그의 힘과 부는 그의 군대가 더 

많은 나라를 정복함에 따라 더욱 늘어갈 것이다. 그가 하는 일은 마치 하나님께 축복받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많은 이들은 이 번영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증거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합류하도록 확신을 줄 것이다. 그는 열방 중에서 완전히 천하무적처럼 보일 것이다. 

4
They worshiped the beast, saying, “Who is like the beast? Who is able to make war with him?” (Rev. 

13:4) 
4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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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He shall exalt himself: Every plan in his heart will be to promote himself, and he will have an unholy 

boldness in his own wisdom and ways. He shall exalt and magnify himself above every god (11:36). 

Political leaders throughout history were distinguished by their confidence to attack other nations. 

However, even the boldest were afraid of the consequences on certain occasions.                     

스스로 큰 체하며 [한글 KJV: 자신을 높이고]: 그의 마음의 모든 계획은 자신을 높이는 계획이 될 것이며, 

그의 지혜와 방식은 사악한 담대함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모든 신들 위에 높여 크게 될 

것이다 (11:36). 역사를 통틀어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다른 나라들을 공격할 자신감을 가짐으로 유명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가장 담대한 자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결과에 대해 두려워했다. 

1. The Antichrist will be so self-exalting and self-consumed that he will have boldness without any 

fear of consequences for his ruthless attacks on other nations.               

적그리스도는 너무 자신을 높이며 자멸하는 자가 될 것인데, 그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자신의 

무자비한 공격의 결과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없이 담대할 것이다. 

36
“The king [Antichrist]…shall exalt and magnify himself above every god, shall speak 

blasphemies against the God of gods…” (Dan. 11:36)  
36

 그 왕 [적그리스도]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 (단 13:16) 

2. Paul made reference to Daniel’s prophecies of the Antichrist exalting himself as high as God 

(8:11) and above God (11:36) in claiming to be God (2 Thes. 2:4).                      

바울은 그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8:11) 하나님 위에 자기를 높이며 (11:36)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을 언급했다 (살후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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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적그리스도]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한글 KJV: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살후 2:4) 

O. Rise against Jesus: The Antichrist will stand against Jesus as the Prince of princes (8:11, 25).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나: 적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여 설 것이다(8:11, 

25). 

25
“…he shall even rise against the Prince of princes [Jesus]…” (Dan. 8:25)  

25
 …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나 … (단 8:25) 

 

11
He even exalted himself as high as the Prince of the host... (Dan. 8:11)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 (단 8:11) 

 

36
“The king shall…speak blasphemies against the God of gods.” (Dan. 11:36)  

36
 그 왕은 …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 (단 11:36) 

 
6
Then he opened his mouth in blasphemy against God, to blaspheme His name… (Rev. 13:6)  

6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계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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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Broken: The Antichrist will be destroyed in a supernatural way (8:25). He will be broken without human 

intervention. No man’s hand will be involved in destroying the Antichrist. His army will be destroyed by 

the sword “from the mouth of” Jesus, and he will be 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 (Rev. 19:20-21; Dan. 

7:26; 11:45).                                            

깨지리라: 적그리스도는 초자연적으로 파멸될 것이다 (8:25). 그는 인간의 개입 없이 깨어지게 될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데는 인간의 개입이 없을 것이다. 그의 군대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의해 소멸될 것이며, 그는 산 채로 불 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계 19:20-21; 

단 7:26; 11:45). 

Q. Daniel described the Antichrist’s judgment four times, prophesying that he will be consumed, destroyed, 

and broken without human means (i.e., by divine intervention), and that no military alliance will be able 

to help him or to support or rescue him from God’s judgment (7:11, 26; 8:25; 11:45).                     

다니엘은 그가 소멸되고, 멸망되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질 것 (즉, 주님이 개입하심)과 그를 

돕거나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를 구해내고 지지해줄 어떤 군사적인 도움도 받지 못할 것을 예언하며 

(7:11, 26; 8:25; 11:45)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대해 4번이나 묘사했다. 

 

11
I watched till the beast was slain, and its body destroyed and given to the burning flame. (Dan. 7:11)  

11
 …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단 7:11) 
 

26
They shall take away his [Antichrist’s] dominion, to consume and destroy it forever.   

(Dan. 7:26)  
26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적그리스도]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한글 KJV: 

소멸하고 멸망시키리라) (단 7:26) 
 

25
He shall rise against the Prince [Jesus]…but he shall be broken without human means. (Dan. 8:25) 

25
 …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단 8:25) 

  
45

…yet he [Antichrist] shall come to his end, and no one will help him. (Dan 11:45) 
45

 … 그 [적그리스도]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 줄 자가 없으리라 (단 11:4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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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그 때에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한글 KJV: 

소멸하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한글 KJV: 제거하시리라](살후 2:8) 
 

20
The beast was captured…cast alive into the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 (Rev. 19:20) 

20
 짐승이 잡히고 …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 19:20) 

R. Summary: The Antichrist will be the most powerful political leader in history:                      

요약: 적그리스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다. 

1. Military genius (tactics/strategy) – Dan. 8:24, 25; 11:38-39; Rev. 6:2; 13:2,16                     

군사적인 천재 (전략/전술) – 단 8:24, 25; 11:38-39; Rev. 6:2; 1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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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ratorical genius (moves masses of people) – Dan. 11:32, 36; 8:23             

연설의 천재 (많은 수의 대중을 움직임) – 단 11:32, 36; 8:23 

3. Political genius (diplomacy) – Dan. 7:23; 2 Thes. 2:4; Rev. 13:8, 12; 17:11-12                     

정치적인 천재 (외교) – 단 7:23; 살후 2:4; 계 13:8, 12; 17:11-12 

4. Commercial genius (prosperity) – Dan. 8:9, 24; 11:36, 43; Rev. 13:16-17                     

상업적인 천재 (번영) – 단 8:9, 24; 11:36, 43; 계 13:16-17 

5. Religious genius (doctrines and history) – 2 Thes. 2:4; Rev. 13:4, 8, 12                       

종교적인 천재 (교리와 역사) – 살후 2:4; 계 13:4, 8, 12 

6. Intellectual genius (science, math, technology, languages, etc.) – Dan. 7:25; 8:23                           

지적인 천재 (과학, 수학, 기술, 언어 등) – 단 7:25; 8:23 

7. Occult genius (demonology, miracles, human sacrifice) – Dan. 8:24; 11:39; Rev. 13              

주술의 천재 (귀신과 악령, 기적, 인간 제물) – 단 8:24; 11:39; 계 13장 

VI. THE IMPORTANCE OF THE VISION (DAN. 8:26-27) 

환상의 중요성 (단 8:26-27) 

A. Gabriel affirmed the vision, and Daniel was overwhelmed by what he saw (8:26-27).                   

가브리엘은 이 환상이 확실함을 확인해주었고, 다니엘은 자신이 본 것으로 인해 압도되었다 (8:26-27). 

26
The vision of the evenings and mornings…is true; therefore seal up the vision, for it refers to many 

days in the future. 
27

I, Daniel, fainted and was sick for days; afterward I arose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I was astonished by the vision, but no one understood it.  

(Dan. 8:26-27)  
26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27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단 8:26-27) 

B. The vision of the evenings and mornings: Gabriel’s name for the vision of the 2,300 days (8:14).  주야에 

대한 환상 [한글 KJV: 저녁과 아침의 환상은]: 2,300일의 환상에 대해 가브리엘이 붙인 이름 (8:14). 

C. It is true: Gabriel declared that what Daniel saw was true (8:26). This was meant to emphasize the 

importance and reliability of the vision. In other words, the persecution of Israel will surely come. This is 

similar to the mighty angel swearing that the trouble was coming in Daniel 12:7.                      

확실하니 [한글 KJV: 참되나니]: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본 것이 참됨을 선포했다 (8:26). 이는 이 환상의 

중요성과 신빙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핍박은 확실히 다가올 것이다. 이는 

다니엘 12:7절에서 힘센 천사가 환란이 다가오고 있다고 맹세한 것과 비슷하다. 

7
…he [the angel]…swore…that it shall be for a time, times, and half a time; and when the power of the 

holy people has been completely shattered, all these things shall be finished.  

(Dan. 12:7) 
7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 [천사]가 …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단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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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eal the vision: Gabriel told Daniel to seal or preserve the vision (8:26). Because it was about things that 

would happen many days in the future. The saints in the end times would need this revelation.                  

그 환상을 간직하라 (seal, KJV흠정역: 닫아두라):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인봉하고 간직할 

것을 말했다 (8:26). 이는 이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 

이 계시를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1. To seal up the vision meant to write and preserve it, not to make it secret (7:28; 12:9).            

환상을 봉인하라 (닫아두라)는 것은 이를 기록하고 보존하라는 뜻이며, 이를 비밀로 하라는 

뜻이 아니다 (7:28; 12:9). 

2. The word "seal" does not mean to hide but to shut it up so as to preserve it. No other Prophet’s 

are told to make sure their vision is sealed except John                                

“봉인 (seal)”한다는 단어는 숨긴다는 의미가 아닌, 이를 보존하기 위해 닫아둔다는 의미이다. 

요한 이외의 다른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환상을 봉인해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E. Daniel was sick: He fainted and was sick for days (8:27). Daniel as impacted more by this vision than the 

other visions because of the severe persecution coming to Israel. If this vision does not make us sick then 

we have not understood it                          

다니엘이 앓다가: 그는 지쳐서 (기절하여) 여러 날을 앓았다 (8:27). 다니엘은 이스라엘에 극심한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이 환상으로 인해 다른 환상들보다 더 크게 충격을 받았다. 만일 이 환상으로 인해 

우리가 앓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F. Daniel was astonished: After recovering he went back to work for the king but remained astonished. He 

thought over the vision for many days and continued to be astonished. Daniel was sick for days but he 

continued to do the king’s business as he was astonished by what he saw                     

다니엘이 놀랐고: 그는 회복된 이후에 왕의 일을 하러 갔지만, 여전히 놀란 상태였다. 그는 이 환상에 

대해 여러 날을 생각했고 계속해서 놀란 상태로 있었다. 다니엘은 며칠을 앓았지만, 여전히 놀란 

상태에서 왕의 일을 계속해 나갔다 

G. Daniel’s work: I arose and went about the king's business (8:27). After a few days to recover then he 

went back to work with the king’s business                           

다니엘의 업무: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8:27). 회복된 며칠 후에, 그는 왕의 일을 돌보기 위해 

복귀했다. 

H. Understanding the vision: No one fully understood the vision (8:27). Even with the help of Gabriel 

personally interpreting the vision to Daniel, there were still many implications that Daniel did not fully 

understood. Daniel told the vision to others but none of them understood it.                

환상을 깨달음: 어느 누구도 이 환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8:27).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개인적으로 이 환상에 대해 해석을 해주었지만, 여전히 다니엘이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남아있었다. 다니엘은 이 환상을 다른 이들에게 얘기했지만 어느 누구도 이를 이해할 수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