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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시: 시편 2:1-12 

본문: 마태복음 3:1-12 

제목: 회개에 합당한 열매와 구원 

     침례인 요한은 선지자 말라기를 통하여 예언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온 선지자였다. 말라기 선지자는 그에 대하여 

증거햤다:“보라, 내가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말 4:5,6) 

     침례인 요한의 아버지인 사카랴에게 나타난 천사도 태어날 요한에 

대하여 미리 증거했다:“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식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리라.”(눅 1:17) 

     주 예수께서도 요한에 대하여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의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을 의향만 있다면, 

오기로 약속된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니라. 들을 귀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 11:12-15)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더라.”(마 17:10-13) 

     사도 요한은 대 환란 때에 나타날 엘리야와 모세에 대하여 

증거했다:“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일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고 하더라. 이들은 땅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니라.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키리니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게 

되리라.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계 11:3-6) 

     그렇다! 엘리야는 천국이 임하기 전에 천국의 왕이시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시는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인 

것이다. 침례인 요한은 초림하시는 왕이시며 유대인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였으며 대 환란 때에 나타나는 엘리야는 재림하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의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인 것이다. 

분명히 엘리야는 한 사람이며 그는 이스라엘 아합 왕 앞에서 예언한 

사람이었다 또한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난 

침례인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헤롯 왕 앞에서 예언하였으며 

앞으로 대 환란 때에 나타날 엘리야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일천이백육십 

일 동안 예언할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기 전에 이들이 외쳤던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왔다.”는 것이며 지금도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은 많은 엘리야들이 온 땅에서 회개와 오실 왕이신 주 에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메세지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은 모든 종들로 하여금 이 능력을 이미 주시고 외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엘리야들을 통하여 주님의 오심을 증거하면서 

회개를 외치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대하고 

있음을 보는 것이다.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있을 때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났다. 이때에 요한은 그들을 향해 “’오 독사들의 세대야,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진노에서 피하라고 경고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고 너희 속으로 

말하려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개 하실 수 있느니라. 또한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리라.”(마 3:7-10)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인가? 문자 그대로 

돌이켜서 고치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것인가?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키는 것이다. 동시에 죄악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을 믿음으로 그 속으로 잠길 때에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죄의 몸을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면서 온전히 새 피조물(고후 5;17)이 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새 

피조물이 된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들이며 그들이 받을 지옥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요한은 죄들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돌보다도 못하다고 책방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자신들이 티끌로 창조된 것도 모르며 그들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이 돌보다도 못한 비참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타시고 입성하셨을 때에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하신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으을 찬양하기 시작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서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하였을 때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제자들을 

꾸짖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사람들이 침묵을 지킨다면 돌들이 즉시 소리를 지르리라.”고 

말씀하셨다 (눅 19:28-40) 

 

     오늘날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이 알 수 있도록 아주 상세하게 증거하셨다:“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한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이는 그들이 자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워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 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함이라…..또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을 좋아하며. 또 시장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여, 랍비여,’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또 땅에 있는 사람을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그러나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천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이는 너희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속은 약탈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 너 눈 먼 바리새인아, 

잔과 접시의 안을 먼저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되리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과 같음이라. 그것들은 실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도다….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마 23:1-36) 

    주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에 대하여 증거하셨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 

때는 그들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이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니라.”(마 22:29-32) 

 

    그렇다면,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쉽게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 로마에 있는 창녀교회의 눈 

먼 종교지도자들과 그들 안에 들어가 있는 자칭 유대인들로서 주님께서 

그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개신교 종교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는 자신의 신부들을 하늘 집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또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위선자들과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을 꺼지지 않는 불 속에 태우실 것이다.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받아 회개와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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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he fruits meet for repentance, and salvation 

     John the Baptist came with the spirit and power of Elias. Prophet Malachi 

prophesized of him:   “5
Behold, I will send you Elijah the prophet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6
And he shall 

turn the heart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heart of the 

children to their fathers, lest I come and smite the earth with a 

curse.”(Mal.. 4:5,6) 

 

    The angel appeared to Zacharias, the father of John the Baptist foretold of 

John to be born: “17And he shall go before him in the spirit and power of 

Elias, to turn the hearts of the fathers to the children, and the 

disobedient to the wisdom of the just; to make ready a people prepared 

for the Lord.”(Luke 1:17) 

 

    Lord Jesus also testified of him very clearly:  “12
And from the days of 

John the Baptist until now the kingdom of heaven suffereth violence, 

and the violent take it by force. 
13

For all the prophets and the law 

prophesied until John. 
14

And if ye will receive it, this is Elias, which was 

for to come.   
15

He that hath ears to hear, let him hear.”(Matt. 11:12-15)  

   “
10

And his disciples asked him, saying, Why then say the scribes that 

Elias must first come?  
11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Elias 

truly shall first come, and restore all things.   
12

But I say unto you, That 

Elias is come already, and they knew him not, but have done unto him 

whatsoever they listed. Likewise shall also the Son of man suffer of 

them.  
13

Then the disciples understood that he spake unto them of John 

the Baptist. “(Matt. 17:10-13) 

 

     Apostle John testified of Elias and Moses appearing in the Great 

Tribulation:  “ 
3
And I will give power unto my two witnesses, and they 

shall prophesy a thousand two hundred and threescore days, clothed in 

sackcloth.  
4
These are the two olive trees, and the two candlesticks 

standing before the God of the earth.  
5
And if any man will hurt them, 

fire proceedeth out of their mouth, and devoureth their enemies: and if 

any man will hurt them, he must in this manner be killed. 
6
These have 

power to shut heaven, that it rain not in the days of their prophecy: and 

have power over waters to turn them to blood, and to smite the earth 

with all plagues, as often as they will. “(Rev. 11:3-6) 

 

     Yes! Elias is the prophet who prepared the way of the Lord Jesus Christ 

who is the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before the kingdom of 

Heaven. John the Baptist was the prophet who prepared the way of first 

coming king of the Jews; Elias appearing in the Great Tribulation for the 

second coming king not only for the Jews but for all the nations. Elias was a 

man who prophesized before Ahab, the king of Israel; and John the Baptist 

who appeared with the spirit and power of Elias prophesized before King 

Herod, a model of Anti-Christ; and Elias shall prophesize before the Anti-

Christ for a thousand two hundred and three score days in the Great 

Tribulation 

 

     The message that was preached before the kingdom of heaven came was   

“Repent ye.!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Even today, many 

servants of God with the spirit and power of Elias are crying out for 

REPENTANCE and JUDGMENT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second 

coming king. Lord Jesus already had given his power unto the servants of 

God through the anointment of the Holy Ghost to preach this message.  Even 

now most of people consider the Elias for nothing who preached 

REPENTANCE before the Lord Jesus Christ come. 

 

     When Jon was preaching for repentance, many Pharisees and Sadducees 

came to him; he rebuked them saying;   “7
But when he saw many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come to his baptism, he said unto them, O 

generation of vipers, who hath warned you to flee from the wrath to 

come?   
8
Bring forth therefore fruits meet for repentance:   

9
And think 

not to say within yourselves, We have Abraham to our father: for I say 

unto you, that God is able of these stones to raise up children unto 

Abraham. 
0
And now also the axe is laid unto the root of the trees: 

therefore every tree which bringeth not forth good fruit is hewn down, 

and cast into the fire. “(Matt. 3:7-10) 

Then what is the fruit meet repentance? Literally it means to turn around and 

to change. Then from what we should turn around? First of all, it is the 

totally turning around from sins. At the same time it is totally turning around 

for the wicked world only believing in the blood of Jesus Christ to be 

baptized into the kingdom of God in the body of Christ; and to dwell in the 

word of God to be the new creature (2Cor. 5:17) enlightening to the world. 

They that confess their faith only with mouth not departing sins are still 

sinners who cannot avoid the judgment of the hell. 

 

     John the Baptist rebuked the Pharisees and Sadducees saying, they are 

inferior to the stones. They didn’t understand that they were made of dust of 

the ground, or that they were miserable sinners inferior to the stones because 

of their sins. When Jesus was going to enter the city of Jerusalem sitting 

upon the colt, the whole multitude of the disciples began to rejoice and 

praise God with a loud voice for all the mighty works that they had seen; 

saying, Blessed be the King that cometh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And some of the Pharisees from 

among the multitude said unto Jesus, Master, rebuke thy disciples. And he 

answered and said unto them, I tell you that, if these should their peace, the 

stone would immediately cry out (Luke 19:28-40) 

 

     Where are the many Pharisees? Lord Jesus testified of them in details so 

that we may see them even these days:  “1
Then spake Jesus to the 

multitude, and to his disciples, 
2
Saying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sit 

in Moses' seat: 
3
All therefore whatsoever they bid you observe, that 

observe and do; but do not ye after their works: for they say, and do 

not.  
4
For they bind heavy burdens and grievous to be borne, and lay 

them on men's shoulders; but they themselves will not move them with 

one of their fingers. ….   
6
And love the uppermost rooms at feasts, and 

the chief seats in the synagogues,  
7
And greetings in the markets, and to 

be called of men, Rabbi, Rabbi. 
8
But be not ye called Rabbi: for one is 

your Master, even Christ; and all ye are brethren. 
9
And call no man 

your father upon the earth: for one is your Father, which is in heaven. 

….   
13

But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e shut 

up the kingdom of heaven against men: for ye neither go in yourselves, 

neither suffer ye them that are entering to go in.  
14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e devour widows' houses, and for 

a pretence make long prayer: therefore ye shall receive the greater 

damnation. ….   
25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e make clean the outside of the cup and of the platter, but within they 

are full of extortion and excess.  
26

Thou blind Pharisee, cleanse first that 

which is within the cup and platter, that the outside of them may be 

clean also.   
27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e 

are like unto whited sepulchres, which indeed appear beautiful outward, 

but are within full of dead men's bones, and of all uncleanness….
33

Ye 

serpents, ye generation of vipers, how can ye escape the damnation of 

hell.”(Matt. 23:1-36) 

 

     Jesus also testified of Sadducees:   “29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them, Ye do err, not knowing the scriptures, nor the power of God. 
30

For in the resurrection they neither marry, nor are given in marriage, 

but are as the angels of God in heaven.  
31

But as touching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have ye not read that which was spoken unto 

you by God, saying,   
32

I am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God is not the God of the dead, but of the living. 

“(Matt. 22:29-32) 

  Then who are the modern Pharisees and Sadducees? We can recognize 

them easily saying, the blind religious leaders in the whore church in Rome, 

and also even Christian church leaders belong to her as well as many 

religious people that never believe in the supernatural power of God such as 

the resurrection of Christian body when Jesus come for his Bride. When 

Jesus come, he shall take his bride to the house in heaven; and he shall burn 

all the hypocrites and all that never believe in the power of resurrection in 

the unquenchable fire. Let us preach the message of repentance and of 

coming the Lord Jesus Christ boldly with the spirit and power of Elias!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