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의 표 (666)
성경은 짐승의 표에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계 14:9-11) 또 다른 천사 곧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 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수는 육백육십육이니라
(계 13:15-18)그가 권세를 받아 그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수가 어떻게 될것인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꼭 알아야할 것은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짐승의표 666 을 받으면 멸망하는것입니다. 다시는 돌이킬수가 없읍니다. 다시한번 용서 받을수도
없읍니다. 제 2 의 재시험의 기회도 없읍니다. 영생의 길도 없고 구원도 없읍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실거야. 하나님은 내가 짐승의 표 받은것을 용서하실거야.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나의 영생을
뺏지 않으실거야. 나는 걱정없어. 나는 아직도 구원을 얻을거야." 맞지요? 틀림니다.
만일 당신이 짐승의표 666 을 당신의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당신은 끝났읍니다. 당신은 구원을 결코 받을수
없읍니다. 당신은 짐승(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약속한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을 때에 많은 강요 와 고난이
있게 될것입니다. 아마도 살아있기만하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것이라고 생각하겠지요. 당신에게 강압적으로
대할것입니다. 고문을 당하고, 생명을 잃고, 직장을 잃고, 자녀들을 잃고, 모든 소유를 잃고, 명예 와 집 과
자유등등... 선지자들은 이미 마귀가 짐승의 표를 받지않는자를 쉽게 목잘라 죽이지 않는다고 예언을
해왔읍니다. 아니 오히려 마귀는 이들을 잔혹하게 고문하게하여 표를 받도록 한다고 말했읍니다. 당신은 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사고 팔수가 없읍니다. 이시간이 되면 당신은 표를 받기보다는 차라리 반드시 죽음을 택해야
합니다. 정말로 어떠한 고난을 받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는대신 죽음을 준비하는 각오를 해야합니다. 절대
타협하지마십시요. 분명히 알고 계십시요. 표를 받는 사람은 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분노에

영원히 멸망으로 심판을 받게될것입니다.
내가 자살한다고 나의 고통이 멈출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요. 또 자살이 표를 받는 것으로부터
구해줄것이라고도 기대하지 마십시요. 자살은 결코 당신을 구원할수 없읍니다. 자살하면 당신이 예수 믿는
신자라도 바로 지옥으로 가게됩니다. 또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않는 불신자인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고해서 구원을 받는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먼저 예수를 먼저 믿고 그를 영접한 다음 표를 받지
말으십시요. 그래야만 당신은 구원을 얻을수 있읍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거나 그들의 믿음때문에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읍니다.

계 20:4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 년 동안 왕 노릇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