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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이 말하는 범죄한 천사는
어떤 존재이며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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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질문역할



특징

| 범죄한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사탄? 사단?

마귀? 악마? 

귀신? 악한 영?



영

인격체

피조물

천사



영

인격체

피조물

천사 죄
마귀
귀신



창 1:31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
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
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3:1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
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
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
지 말라 하시더냐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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벧후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유 1:6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

셨으며

죄



• 완전한 모델

• 충만한 지혜

• 온전한 아름다움

• 에덴

• 그룹

범죄

• “내가 하늘에 오르리라”

• “내가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오르리라”

•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창조

죄겔 28:11~19; 사 14:12~17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네가 아름다우므로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범죄창조

죄겔 28:11~19; 사 14:12~17



겔 28:11~19; 사 14:12~17

계 12:3한 큰 붉은 용이 있어 ... 4그 꼬리가 하늘의 별 삼

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9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

께 내쫓기니라

범죄창조

죄



영

인격체

피조물

천사 죄
마귀
귀신



마귀
(마 4:1)

바알세불
(눅 11:15)

거짓의 아비
(요 8:44)

시험하는 자
(마 4:3; 살전 3:5)

악한 자
(엡 6:16; 요일 2:13)

벨리알
(고후 6:15)

대적
(벧전 5:8)

사탄
(마 4:10)

원수
(마 13:39)

계명성
(사 14:12)

이 세상의
임금(요 12:31)

이 세상의
신(고후 4:4)

범죄한
천사들

높은 군대
(사 24:21)

참소자
(계 12:10)

미혹하는
자(계 12:9)

뱀, 용
(창 3:1; 계 12:9)

악한 영들
(마 12:45)

별
(계 9:1, 11)

강한 자
(마 12:29)

귀신들
(마 8:31)

천사들
(마 25:31)

미혹하는
영들(딤전 4:1)

점치는 귀신
(행 16:16)

말 못하고 못 듣
는 귀신(막 9:25)

마 4:1 눅 11:15 요 8:44
마 4:3; 
살전 3:5

엡 6:16; 
요일 2:13

고후 6:15 벧전 5:8 마 4:10 마 13:39 사 14:12

요 12:31 고후 4:4 계 12:10

계 12:9
창 3:1; 
계 12:9

계 9:1, 11 마 12:29

마 8:31 마 25:31 딤전 4:1

마 12:45

사 24:21

행 16:16 막 9:25



사탄 그리스도 사탄 그리스도

일시 영원 기만 정직

어둠 빛 압제함 안심시킴

죽음 생명 비방 중보

거짓 진리 교만 겸손

모조 진짜 종 삼음 자유케 함

악 의 죄 거룩

대적 친구 파괴적 건설적

강함 최강 도둑 기부자

속박함 풀어줌 미워함 사랑함

참소 변호 약하게 함 치유 함

모방 기원 살인자 구원자

골 1:13그가 우리를 흑암

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

라로 옮기셨으니

<MacArthur, Biblical Doctrine, 678>



역할

| 범죄한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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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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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생명 진리

어둠 죽음 거짓



| 범죄한 천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을 대적한다.

천사 하나님 그리스도 성도 불신자

거룩한
예배, 섬김, 순종,  
하나님의 사자

보호, 섬김, 동참 섬김, 보호 복음, 구원, 심판

범죄한
대적, 불순종, 사
탄의 사자

공격, 방해 유혹, 대적, 참소
미혹, 눈멀게 함, 
말씀을 빼앗음



대적

• 첫 범죄(유 1:6; 사 14장, 겔 28장)

• 천사 타락(계 12:4)

• 인간 타락(창 3장)

• 참소(욥, 대제사장 여호수아)

• 거룩한 천사와 싸움(유 1:9; 단
10:13)

• 왕들을 움직임(대상 21:1; 왕상 22장)

• 그리스도를 방해(계 12:4; 마
4:1~11 등)

• 바울의 사역을 방해(살전 2:18; 고
후 12:7)

• 최후의 전쟁(계 20:7~9)

모방
• 나라(권세)(골 1:13)

• 천사(마 25:41; 고후 11:14)

• 보좌(계 2:13)

• 교회(계 2:9; 3:9)

• 예배(롬 1:25; 계 13:4)

• 그리스도(마 24:5; 요일 2:18, 22)

• 일꾼들(고후 11:13, 15; 벧후 2:1; 계
2:2)

• 복음(갈 1:6~7) / 가르침(딤전 4:1)

• 이적(마 7:21~23; 살후 2:9)

• 교제(고전 10:20~21)



(딤전 3:7)

올무
(고후 2:11)

계책
(엡 6:11)

간계



고후 11:3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

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

할까 두려워하노라



잠 23:7, 새번역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 사람됨도 그러하니

잠 27:19, 새번역 사람의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

의 마음도 사람을 드러내 보인다

잠 4:23, 새번역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

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과거를 통해 배우라!”              창세기 3장

1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
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
지 말라 하시더냐?”

2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
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
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
느니라.”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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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통해 배우라!”              창세기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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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
느니라.”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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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지 말라 하시더냐?”

2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
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
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
느니라.”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
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

)

의심!!

“과거를 통해 배우라!”              창세기 3장

↔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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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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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과거를 통해 배우라!”              창세기 3장

↔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2:17)

① 죽지 않을 것이다.
②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③ 하나님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④ 하나님은 너를 속이고 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
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
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
느니라.”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
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
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
의심!!“과거를 통해 배우라!”              창세기 3장

↔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2:17)

① 죽지 않을 것이다.
②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③ 하나님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④ 하나님은 너를 속이고 있다.



롬 1:25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

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

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

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

| 범죄한 천사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



Q. 사탄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나요?



Q. 악한 천사들은 기적을 행할 수 있나요?



Q.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 혹은 악한 천사와 관련된 말씀인가요?



Q. 창세기 6장 2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탄 혹은 악한 천사와 관련된 말씀인가요?

천사 인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다른 인간의 몸을

빌린
경건한

셋의 자손
인간

지도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특별한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 창 5장 문맥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아들들”

죄는 천사, 심판은
인간?
천사가 결혼?

평범한 인간끼리 후손을 낳은 것인데 왜 그들이 네피림이고
모두 유명한 용사들이 되었는가?



Q. 그리스도인이 귀신들릴 수 있나요?



Q. 말씀 들을 때마다 너무 졸려요. 졸음
마귀에 들린 건가요?



생각하고 나눌 거리

•처음 사탄이 범죄한 사건, 인간이 범죄한 사건을 다시 생

각해 보라. 나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일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나의

취약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

겠는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위로와 힘

이 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