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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을 거스린 죄와 회개의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죄들 

 
불신자들이 심판날에 불호수에 들어 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우면서도 그곳으로 들어 가는 사람들에 관해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강력하게 경고하셨다.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경고를 아주 주의깊게 

듣고 스스로에게 적용함으로써 결단코 이러한 길로 들어 서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1.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사탄의 일이라고 비방하는 죄 : 신성모독죄 
성령님의 힘과 권위로 예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언약백성들에게서 쫓아 내셨다. 

하지만 종교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역을 직접 보고서도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를 

힘입어 행한 일이라고 비방하였다. 이처럼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님을 비방하는 

죄를 용서받을 회개의 기도가 전혀 없다 (마태복음 12:31-32). 
 

 
2. 어린 아이와 같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여, 그 믿음을 

멸망시키는 죄: 유혹하여 시험에 빠트려 그 믿음을 멸망시키는 죄 

언약백성들 사이에서, 믿음이 약한 형제자매의 믿음을 흔들고 넘어지게 하여, 

시험에 들어 멸망케 하는 죄를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셨다. 그러한 걸림돌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자살하여 차라리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는 사람보다 더 

비참하여, 아예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 단언하셨다. 주님의 재림 시에 

천사들을 통하여 걸림돌이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골라 내어 불 

호수에 넣어 버리신다 (마태복음 13:40-42; 18:6-11; 마가복음 9:38-50; 

누가복음 17:2; 고린도전서 8:4-9; 참조 마태복음 16:23). 

 

 

3. 그리스도인이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형제자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 한 죄: 

죄를 지은 형제 자매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풀지 아니 한 죄 

에덴동산에서 일방적으로 배신의 죄를 지은 아담부부에게 먼저 찾아 오셔서 

용서하시는 자비를 베푸신 야훼 하나님의 모습을 상기해 보면 예수님의 이 비유와 

단언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부터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신에게 죄 지은 형제자매에게 용서하는 자비를 

먼저 베풀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회개의 기도를 하여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마태복음 18: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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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령님께서 가져 오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반한 죄: 일반적으로 배도의 죄라고 불린다.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지식을 알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 본 

사람들에게 만 적용되는 죄이다. 유혹이나, 박해를 당할 때, 자신을 위해 예수님께 

등을 돌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죄이다 (히브리서 6:4-6; 10:26-30; 

베드로후서 2: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