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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후서 2 장 1 - 22 절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   

 
 

 

 

 
 

 

 

 

 

 

 

 

 

 

 

• 2 장의 주된 내용은 거짓 교사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2 장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하시는 

말은; 

o 거짓 교사들이 나타납니다 (1 절) 

o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입니다 (1 절) 

o 사람들을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여 진리의 길이 비방 받도록 합니다 (2 절) 

o 탐욕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3 절) 

• 사도 베드로는 4 절부터 10 절까지 거짓 교사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심판들의 예를 말씀하십니다. 

o 죄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사슬로 묶어서 심판때까지 어둠에 있게 하셨다 (4 절) 

o 노아 때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다 (5 절) 

o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셨다 (6 절) 

• 심판의 예를 들면서도 그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o 홍수로 세상을 멸하시면서도 경건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하셨다 (5 절) 

o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면서도 의로운 롯은 구하셨다 (7 절) 

 

1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2 많은 사람이 그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게 될 것입니다. 3 또 그들은 탐욕에 빠져 그럴 듯한 말로 여러분의 호주머니를 

털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 

니다.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9 주님은 경건한 사람을 시련에서 

건져 내시고, 불의한 사람을 벌하셔서, 심판 날까지 가두어 두실 줄을 아십니다. 10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20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21 그들이 의의 길을 알고서도 자기들이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 길을 알지 못했던 편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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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두 내용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셨듯이 거짓 교사들을 

심판하시지만, 악한 사람들 가운데서 경건하게 살고자 애쓰는 사람들은 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9-10 절) 

• 10 절 후반부터 16 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들에 대해 말씀합니다. 

o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영광스런 존재들을 모욕하고, 지각없이 행동을 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10 절 후반 – 12 절) 

o 티와 흠이 많고, 흥청대며, 사람들을 속이려고 합니다 (13 절) 

o 간음을 일삼고,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자신들과 같이 죄를 짓도록 합니다 (14 절) 

o 그들은 발람의 길을 따른 사람, 즉 다른 사람들을 타락의 길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민수기 22-24 장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의 말을 하지는 못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으로 이끈 인물입니다 (민수기 25 장, 31 장) 

• 17-18절은 앞서 나온 내용들을 반복하고 있는데, 물 없는 샘,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는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좋은 것 같지만 알맹이가 없는, 단지 혼란만 주는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 19 절은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살펴보게 하는 구절입니다. 얼핏 보기에 자유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런 자유는 타락으로 이끄는 

방종입니다. 그런 자유의 끝에는 타락의 종이 되는 결과가 기다립니다.  

• 20-21 절은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그 구원을 잃을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가져오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 절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난다는 말, 21 절에서 의의 

길을 알고서도 받은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는 내용이 이런 의문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구원을 받았다가 믿음에서 떠날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구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의견과 구원을 잃을 수 없다는 의견이 공존합니다만;  

o 성경에는 믿음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구절들이 존재하지만,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재하시고,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로마서 (롬 8 :38-39) 말씀을 기억하면 

한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o 따라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경고의 말씀들은 우리가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인지 아니면 온 마음을 다해 고백하는 것인지를 돌아보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