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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30.에 4:25-5:2 

 

 하나님을 닮는 자 (4:25-5:2) 

The Imitators of God 

 

4:25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1. 요한복음 8:44-45; 요한계시록 21:1-8; 21:27; 22:15 

2.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사회 

3.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공동체, 교회 

 

4:26-27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1.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창세기 4:3-7)  

2.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감정)에 기회를 주지마라. (야고보서 1:19-20) 

3.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적에게 기회를 주지 마라. (베드로전서 5:7-9) 

 

4: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1. 진정한 회개의 모습: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  선행 

2. 출애굽기 20:15 “도둑질하지 말라.” (십계명 10:1-17)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1. 진정한 회개의 모습: 마음의 변화와 표현의 변화  말 

2. 오순절 성령강림  방언과 증거 

3. 잠언 10:20-21; 12:17-19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1. “하나님의 성령” The Holy Spirit of God 

2. 인격의 하나님: 성격(characters), 속성(attribute), 감정(emotions) 

3. 성령님  구원의 인(확증)  

4. 남아있는 구원: 칭의  성화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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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1. “모든”  모든 종류의  

2. “악독(경멸)”: bitterness, 앙심(spite), 원한  교만의 증상 

3. “노함(wrath)”: outbursts of anger, 태우다에서 원어가 옴 

4. “분냄(anger)”: 어떤 대상을 향해서 화가 나 있는 상태 

5. “떠드는 것(clamore)”: 시끄럽게 하는 것 

6. “비방(slander): 훼방(신성모독)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 

7. “악의(malice)”: 남을 해치려는 뜻과 생각 

 

4:32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1. 친절하기: be kind 

2. 불쌍히 여기기: be tender-hearted  

3. 용서하기의 조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5:1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1. 사랑 받는 자의 결과 

2. “하나님을 본받는 자”  Be imitators of God! 

 

5:2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1.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2. 이유: 예수님의 헌신과 희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