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불법을 행하는 자들 PRACTICE LAWLESSNESS 

본문, 마태복음 St. Matthew 7:15-23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Beware of the false prophets, who come to you in sheep's clothing, but inwardly are 

ravenous wolves.  

16.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찌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 Grapes are not gathered from thorn bushes nor figs from 

thistles, are they?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So every 

good tree bears good fruit, but the bad tree bears bad fruit.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A 

good tree cannot produce bad fruit, nor can a bad tree produce good fruit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20.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So then, you will know them by their fruits.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who does the will of My Father who is in heaven will enter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Many will 

say to Me on that day, 'Lord, Lord, did we not prophesy in Your name, and in Your name 

cast out demons, and in Your name perform many miracles?' 

23.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And then I will declare 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OU WHO PRACTICE LAWLESSNESS.'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초기부터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15절). Jesus 

warned against false prophets from the beginning of the gospel (v. 15). 마지막 시대뿐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적지 않게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It is 

telling that there were many false prophets not only in the last days but also in the days 

of Jesus. 그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양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양과 

목자를 속이기 위해서 입니다(15절). A characteristic of those false prophets is that they 

appear in sheep's clothing. The reason is to deceive the sheep and the shepherd (v. 15). 

그리고 그들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And they said they were like wolves 

looting. 그 당시에 이리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는 양을 훔쳐가는 도둑들이요, 양을 상하게 하는 

악한 강도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이리와 같은 것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15절). At 

that time, wolves were thieves stealing sheep from shepherds, and evil robbery that 

hurt sheep. It is that such things are false prophets (v. 15).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16절). What 

distinguishes false prophets is that they can be known by their fruits (v. 16). 선지자들 

중에서 진짜와 거짓을 구별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is said that it is not 

easy to distinguish between the real and the false among the prophets.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가 그들의 열매 즉 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However, from some point 

on, they can know through their fruit, the result. 행위와 결과가 다를 때 거짓을 알 수 있다는 

원리입니다. The principle is that you can know lies when behavior and results are 

different.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수확할 수 없는 것처럼 결과를 통하여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6절) The result is that grapes from thorns or figs from thistles 

cannot be harvested (v. 16).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처럼(17절), 열매의 

결과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구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8절). Just as every good tree 

produces beautiful fruit, and a bad tree produces bad fruit (v. 17), the result of fruit is 

the distinction between good and bad trees (v. 18). 그러므로 결과는 심판인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19절) 결과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Therefore, the result is a judgment, but a tree that does not produce good fruit 

is cut and thrown into the fire (v. 19). 그러므로 그의 열매를 통하여 진짜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20절). Therefore,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real from the false through his 

fruits (v. 20).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이유는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이 세대의 마지막 날까지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주의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So far, 

Jesus' reason for explaining the prophets and false prophets through the parables of 

the good and bad trees is that we should be careful about the false prophets that 

existed at that time and appear until the last days of this generation. He was trying to do 

it.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인데 그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은 

천국에 들어 갈 수 없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21절). They said to Jesus, “Lord, Lord, there are false prophets among 

them, and they cannot enter Heaven, but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the 

Father in heaven can enter (verse 21). 그렇다면 본문에서 선지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If so, one of the important purposes of the 

prophet in this scripture is that they are those who lead to heaven. 좋은 목자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지만, 거짓 선지자를 만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These are the words of Jesus warning that through a prophet like a good 

shepherd, you can be guided to Heaven so that you can know Jesus, believe Jesus, and 

be saved. But this is the word of Jesus warning that if you meet a false prophet, you will 

not be able to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천국으로 인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21절). What are the standards leading to 

heaven? It is a man who does the will of heavenly Father (verse 21). 예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거짓 선지자는 “주여 주여! 하며 선지자 노릇을 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22절). Some false prophet in 

Jesus' words said, "Lord, Lord! He acted as a prophet, cast out demons in the name of 

the Lord, and performed many powers in the name of the Lord” (v. 22). 본문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You should consider the contents of this scripture carefully. 

22절의 내용을 잘 못 이해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일정한 기간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할 정도로 진실한 선지자들이었지만 마귀가 들어가 어느 때부터 악한 

선지자들이 되었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22절). If you don't understand verse 22 

well, you can understand that false prophets were true prophets enough to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drive out ghosts and perform many power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but the Devil entered and became evil prophets from now on (verse 22). 그러나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근본부터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준비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But as Jesus 

said in verse 17, you can see that “every good tree bears beautiful fruit, and a bad tree 

produces bad fruit” are those who were prepared from the devil and Satan. 예수님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23절). Jesus said to them, "I do not know you at all, so go 

away from me, you who do the wrongdoing" (verse 23). 그렇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불렀지만 그들은 근본부터 거짓 선지자였고 일정한 과정에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것같이 하였지만 그 권능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본래 사단과 마귀를 통하여 이용하였고, 또는 그들에게 속하여 양의 옷을 입고 나왔으며, 그들은 

하나님의 법 즉 성경대로 하지 않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23절). If so, they 

called Jesus “Lord, Lord!” but they were false prophets from the very beginning, and in 

a certain process, they tried to deceive people in the name of the Lord by doing so 

much power, but that power was not given by Jesus but through Satan and the Devil. 

They used it, or belonged to them and came out in sheep's clothing, and they are “the 

ones who do the lawlessness”, which is not according to the law of God (verse 23).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므로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오직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And because they can't be 

with Jesus, the command to “go away from me” is that they can only go to hell, not to 

heaven. 왜냐하면 그들은 본래가 그곳에서 왔기 때문입니다(요한 1서 3: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Because they originally came from there(1John 3:8 “the one who 

practices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has sinned from the beginning The Son of God 

appeared for this purpos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산상설교에서 이 부분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하는 방법과 그들의 결과를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This section of the Sermon on the 

Mount that our Lord gave to the Christian of our faith today tells us how to distinguish 

false prophets and their consequences. 

첫째,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15절)  

First, we must always be on guard for the existence of false prophets who are illegal (v. 

15). 



1 마태복음 24:11절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Matthew 24:11 "(near last day) Many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will mislead many. 

2 마가복음 13:22절 “(마지막 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케 하려 하리라”(마태복음 22:24절)  “(near last day) 

for false Christs and false prophets will arise, and will show signs and wonders, in order 

to lead astray, if possible, the elect”. 

3 누가복음 6: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Woe to you when all men speak well of you, for their 

fathers used to treat the false prophets in the same way.” 

 

둘째,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자지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19절)  

Second, false prophets who practice illegality can be known through fruit (v. 19). 

1 요한계시록 16: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And I saw coming out of the mouth of the 

dragon and out of the mouth of the beast and out of the mouth of the false prophet, 

three unclean spirits like frogs; for they are spirits of demons” 

2 에베소서 5: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예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Do not 

participate in the unfruitful deeds of darkness, but instead even expose them;” 

3 마태복음 3: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어 던지우리라” "The axe is already laid at the root of the trees; therefore every tree 

that does not bear good fruit is cut down and thrown into the fire.” 

4 마태복음 21: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Therefore I say to you(the 

priests and the Pharisees), the kingdom of God will be taken away from you and given to 

a people, producing the fruit of it. 

 

셋째, 불법을 행하는 자는 성경을 떠난 자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입니다(21절)  

Third, those who practice illegality are those who have left the Bible and do not know 

God's will (v. 21). 

1 요한 1서 4: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Beloved, do not believe every spirit, but test the 

spirits to see whether they are from God, because many false prophets have gone out 

into the world.” 

2 요한계시록 20:10절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And the devil who deceived them was 



thrown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are 

also; and they wi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ever and ever.” 

3 요한 1서 3: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 6절 “그(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4v “Everyone who practices 

sin also practices lawlessness; and sin is lawlessness.” – 6v “No one who abides in Him 

sins; no one who sins has seen Him or knows Him.” – 8v “the one who practices sin is of 

the devil; for the devil has sinned from the beginning The Son of God appeared for this 

purpose, to destroy the works of the devi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