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1-2010 주간 메세지 

성시: 시편 110:1-7 

본문: 데살로니가후서 2:1-12 

제목: 불법의 신비 (The mystery of iniquity) 

      본문에서 불법을 신비라고 말씀하신다. 왜 이것이 신비라는 

것인가?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셨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요 5:43)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마귀)가 

보낸 자는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다. 이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일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주 예수께서 오시기 전 사천 년 동안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고, 또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천 년 동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해서 만일 오늘 예수님과 똑같이 생긴 사람 

(파란 눈, 블론드, 백인의 모습)이 나타나서 기적을 행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될 것라는 말이다.  

     다시 말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세력에 의해 거짓 것을 

믿게 된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아주 확실하게 증거했다: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 2:9-12) 

     본문에서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으나 그 악한 자, 즉 

적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은 막는 자가 있어 막고 있기 

때문이라 증거했으며, 사도 요한도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요일 

4:3)고 증거했다. 아직까지 666의 숫자를 지닌 적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많은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나타나서 인류 역사 모든 

시대에 걸쳐 사람들을 미혹하여 참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속였다는 것이다. 현재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큰 도성 

안에서 “거룩한 아버지”로 불리는 자가 아닌가? 많은 정치인들과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그를 경배하고 있지 않는가? 

     구약성경을 통하여 약 18 명의 사람들이 조만간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였다: 

1. 가인: 성경은 그를 “악한 자로부터 나왔다.”(요일 3:12). 

또한 그는 살인자를 뜻하는 표를 가졌다. 

2. 님롯: 이름의 뜻은 “반역”이며 인간들의 영예를 위해 

최초로 “민족 연합”을 창설했다. 

3. 파라오: 이스라엘을 박해했던 자. 에스겔 29장에서는 그를 

“큰 용”이라고 말씀했다. 

4. 발락: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도록 타락시킨 자(민 22-

25장) 

5. 시스라:이방 왕의 장군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이라고 나오는 므깃도에서 패배한다 (판 5:19). 

6. 아비멜렉: 머리를 맞아 죽은 반역자(판 9장) 

7. 압살롬: “평화의 아버지”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반역한다. 

8. 사울: 악령이 들렸고,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미워했다. 

9. 골리앗: 머리에 상처를 입고 죽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에게 죽는다. 

10. 아합: 이스라엘의 사악한 왕. 시돈의 바알 숭배자와        

결혼(왕상 16:31) 

11. 여로보암: 금송아지를 만들어 바알을 경배(왕상 12:25-   33). 

그는 적그리스도처럼 한 쪽 손이 말라버리게 되었다(슥 

11:16-17). 

12. 나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을 대적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다(삼상 25:10). 

13. 산헤립: 이스라엘을 대적한 이방 민족의 왕으로서 

헤롯처럼 주의 천사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14. 느부갓네살: 자기 형상을 따라 거대한 우상을 세웠는데 (단 

3 장) 그는 적그리스도처럼  그의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이스러엘 사람들을 용광로에 던졌다. 

15. 하만: 그는 “대적”과  “원수”로 불리는데, 이는 

“사탄”이라는 말이다 (에 7:6). 그는 적그리스도처럼 

유대인을 박해하고 나무에 달려 죽는다. 

16. 솔로몬: 그의 통치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돌변한다. 

17. 헤롯: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신의 음성”이라고 말할 때,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아 죽임을 당한다 (행 

12;22,23) 

18. 유다: 그는 원래 마귀였다 (요 6:70,71) 

       이들은 당대에 대부븐 영웅호걸들이었으며 어느누구도 그들이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볼 수 없었던 자들이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나타나서 그의 표(666)를 받게 할 적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일까? 과연 그 사람이 불법자로 보일 것인가? 그도 틀림없이 

가장 인기있고 훌륭하고 영웅적인 인물로 나타날 것이다. 과연 

사람들이 그가 적그리스인 줄 알고 그를 따르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그를 따르게 될 것인가? 사도 요한은 앞으로 나타날  그의 모습을 

자세하게 증거했다: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내가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라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주어졌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계 6:1-2) 그가 나타난 후에 평화가 

제거되며 기근과 사망과 지옥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면 이 흰 말 탄 

자가 누구인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육천 년 동안 사람들은 참 

그리스도를 몰라보았으며 마침내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로 오인하여 그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위에 나타난 흰 말 탄 

자를 적그리스도가 아닌 그리스도로 아는 사역자들로 기독교 계가 

가득차 있음을 볼 때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을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는 것이다. 계시록 6장에 나타난 적그리스도가 활을 가진 것은 고대 

바벨론의 영웅이며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님롯을 연상케 한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세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은 

후에 그 죄의 사람이요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며 

공중에서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지금야말로 

배교의 끝 부분에 다달았으니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성령의 기름부으심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이다. 

     사도 요한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나셔서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장면을 분명하게 증거했다:”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더라.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이 있고 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모르며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더라. 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은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칠 것이요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으실 것이라. 또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왕의 왕, 또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그러나 그 짐승이 잡히고, 짐승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거짓 

선지자도 그와 함께 잡혔으니 그는 짐승과 더불어 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을 속이던 자라. 이 둘이 유황으로 

불타오르는 불못에 산 채로 던져지더라.”(계 19:11-16,20))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8-1-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10:1-7 

Main scripture: 2Thessonians 2:1-12 

Subject: The mystery of iniquity 

      The main passage gives us a message of the mystery of iniquity. 

Why the iniquity is called a mystery. Because is shall not possible to 

discern the Christ from the Anti-Christ, unless we meditate this one. 

When Jesus was rejected by the Jews, he said to them, “
43

I am come in 

my Father's name, and ye receive me not: if another shall come in 

his own name, him ye will receive.”(John 5:43)  

In other word, they that don’t receive the One that is sent by God shall 

receive the one that is sent by somebody else called Devil. Is this word 

applied only unto the Jews?  Or applied unto all of us? Almost all men 

had failed to recognize him for four thousand years until Jesus,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came, and even thereafter for two thousand years 

the same mistake has been done until now. More easily speaking, if 

anyone shows himself as if he were Jesus with blue eyes, blond hair, 

and white skin as the picture of Jesus these days, and he dose many 

miracles, then almost all men shall follow him. 

 

     In other word, if we don’t understand the truth, we are ended up 

receiving the false one coming from different power. Apostle Paul 

testified of this very clearly: “ 
9
Even him, whose coming is after the 

working of Satan with all power and signs and lying 

wonders,  
10

And with all deceivableness of unrighteousness in them 

that perish; because they received not the love of the truth, that 

they might be saved. 
11

And for this cause God shall send them 

strong delusion, that they should believe a lie: 
12

That they all might 

be damned who believed not the truth, but had pleasure in 

unrighteousness. “(2Thes. 2:9-12) 

     In the main passage Apostle Paul testified, for the mystery of 
iniquity dose already work; only he who now letteth will let, until he be 

taken out of the way. Apostle John also testified of the Anti-Christ 

saying, “) whereof ye have heard that it should come; and even now 

already is it in the world.”(1John 4:3) 

Actually he means that many models of the Anti-Christ has been in all 

the age of the generation in the world so that they might deceive people 

not to see the true Christ, even though the Anti-Christ of 666 mark has 

not been revealed yet. Now where is the one who has been respected by 

the world? Isn’t he that is called “The Holy Father”? Many politicians 

as well as even many servants of the Lord are worshipping him.  

 

     Through the Old Testament, about eighteen people had been 

revealed as the models of the Anti-Christ to come: 

1. Cain: Scripture testifies of him as the one who was of the 

wicked one (1John 3:12). He had the Mark that means the 
murderer. 

2. Nimrod: His name means “Rebellion”; and he founded “the 

united  

3. Pharaoh: The one that persecuted Israel. He was called the great 

dragon (Ez. 29:3) 

4. Balak: The one that made Israel to fall away to worship Baal 

(Num. 22-25 chapters) 

5. Sisera: A general of the Gentile king. He was defeated at  

Megiddo called Amaggedon in Revelation (Judge. 5:19) 

6. Abimeleech: The traitor died being hit by the milestone on the 

head (Judge. 9). 

7. Absalom: It means “the father of peace” He rebels against 

David, the model of Jesus Christ. 

8. Saul: Possessed by evil spirit, rebelled against God; hated David, 

the model of Jesus Christ. 

9. Goliath: Died being hit by the stone on his head; killed by David 
the model of Christ. 

10. Ahab: Wicked king of Israel; took to wife Jezebel, the Baal 

worshipper in Sidon (1King 16:31). 

11. Jeroboam: Made the golden calf to worship (1King 12:25-33). 

His one hand dried out as the Anti-Christ (Zech. 11:16-17). 

12. Nabal: Rebelled against David, the model of Jesus Christ to 

death. 

13. Sennacherib: The Gentile king killed by the angel of the LORD 

as Herod. 

14. Nebuchadnezzar: Built his own idol (Dan. 3 chapter). He cast 

the Israelites into the furnace because they refused to worship 

his image. 

15. Haman: Called as the adversary and “enemy that means Satan 

(Esther 7:6). He died hang on a as the Anti-Christ to pay the 

price of persecuting Israel. 
16. Solomon: He was changed to the model of the Anti-Christ in the 

middle of his reigning. 

17. Herod: When people shouted his voice as the voice of God, he 

gave not God the glory; and he was eaten of worms, and gave 

up the ghost (Acts 12:22,23). 

18. Judas: He was the devil from the beginning (John 6:70,71). 

 

Most of these people were the heroes at their time; no one could 

recognize them the models of the Anti-Christ to come. Then 

who shall be the Anti-Christ with the Mark 666 to come to the 

world? Shall he be like the man of sin or the son of perdition? 

He also shall appear as the man of popularity and goodness and 

hero. It is the question whether people shall not follow him 

discerning his status to follow him. Apostle John   testified of 

him in details:   “1And I saw when the Lamb opened one of 

the seals, and I heard, as it were the noise of thunder, one of 

the four beasts saying, Come and see.   
2
And I saw, and 

behold a white horse: and he that sat on him had a bow; and 

a crown was given unto him: and he went forth conquering, 

and to conquer. “(Rev. 6:1-2) 

After he appeared, peace shall be taken away; and famine and 

death and hell shall be followed by. Then who is the man sat on 

the white horse? For the human history of six thousand years,  

men have failed to recognize the true Christ; so they killed him 

misunderstanding as the Anti-Christ. Even nowadays, so many 

servants of God still understand the man sat on the white horse 

as Christ; they are still deceived by the seducing spirit as 

Apostle Paul testified: “11And for this cause God shall send 

them strong delusion, that they should believe a lie: 
12

That 

they all might be damned who believed not the truth, but 

had pleasure in unrighteousness. “ 

     The Anti –Christ appearing with a bow reminds us of Nimrod, a 

model of Anti-Christ who was the hero of the old Babylonia. The very 

important message in the main passage is that the man of sin and the 

son of perdition shall appear after a falling away of the church; and the 

day of Christ shall come so that we may see the Lord in the air. We are 

living at the end of falling away; so we are to be prepared to see the 

Jesus Christ in the anointment of the Holy Spirit as the five wise 

virgins. 

     Apostle John testified of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Lord Jesus 

Christ to destroy the Anti-Christ very clearly:  “
11

And I saw heaven 

opened, and behold a white horse; and he that sat upon him was 

called Faithful and True, and in righteousness he doth judge and 

make war. 
12

His eyes were as a flame of fire, and on his head were 

many crowns; and he had a name written, that no man knew, but 

he himself. 
13

And he was clothed with a vestur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d. 
14

And the armies which 

were in heaven followed him upon white horses, clothed in fine 

linen, white and clean.  
15

And out of his mouth goeth a sharp sword, 

that with it he should smite the nations: and he shall rule them with 

a rod of iron: and he treadeth the winepress of the fierceness and 

wrath of Almighty God. 
16

And he hath on his vesture and on his 

thigh a name written,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   
20

And the beast was taken, and with him the false prophet that 

wrought miracles before him, with which he deceived them that 

had received the mark of the beast, and them that worshipped his 

image. These both were cast alive into a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 “(Rev. 19:11-16,20) 

Amen even so, come, Lord Jes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