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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7:13-14 좁은 문   
 
 
 
 
 

• 두개의 문이 등장합니다. 좁은 문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이끄는 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문이며 사도행전 4:12 절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듯이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들어 갈 수 있는 문입니다.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다고 합니다. 공간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뭔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지만 결국 끝은 영원한 벌입니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비좁고 그 길에는 환난도 있는 길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마태복음 7:15-20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안다 

 

 

 

•  

 

 

 

•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23:16 절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환상을 말합니다. 

• 7 장의 앞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을 심판/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구별하여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턱대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로, 말과 행동으로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올바른 예언자이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 해야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과 

일치를 해야 합니다.  

• 굶주린 이리와 가시나무의 특징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참된 예언자는 주위를 밝게 

섬기지만, 거짓 예언자는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기보다는 해치는 사람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 속에 던져질 사람들입니다.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14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15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16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19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20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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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7:21-23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 중요하다 

 

 

 

 

 

 
 

• 앞서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고 하신 예수님은 거짓 제자를 언급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 중에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실제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놀라운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구원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그때’ 라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 제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는, 겉으로 드러난 사역의 

모습보다는 내면의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제자를 가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24-29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 예수님은 산상 수훈의 마지막을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비유로 마무리 하십니다. 갈릴리 

지방의 땅은 여름 동안 뜨거운 날씨에 땅이 마르면, 겉으로는 단단하게 보이게 되지만 비가 

오면 연약한 지반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 땅 위에 그대로 집을 지으면, 나중에 위험해 

지겠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땅 위가 아니라, 땅을 깊이 파고 단단한 지반 위에 집을 

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 지혜로운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예수님을 삶의 반석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1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 

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29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