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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6.에 5:3-14 

 

(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빛의 자녀들 (5:3-14) 

The Children of Light 

 

5:3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1.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성적인 순결과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와 심판 (신명기) 

2. “음행(sexual immorality)”  결혼관계 외의 성행위 

3. “온갖 더러운 것(impurity)  성적인 것을 포함한 모든 불결함  

4. “탐욕(greed)”  여러 모양의 욕심 

5. “너희 중에서”  아무도  

6.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언급도 하지마라. 

7.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합당하다.  

8. 말의 거룩 마음과 머리의 표현  관심, 지식, 생각  언행으로 표출  

 

5: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1. “누추함(filthiness, obscenity, shamefulness)”  저속함, 상스러움, 부끄러움; 더럽고 추잡함 

2. “어리석은 말(foolish talk)” vs. 지혜로운 말 

3. “희롱(vulgar, jesting)”  저속한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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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땅하지 아니하니”  not proper or fitting  맞지 않는다. 

5.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생각과 마음  

 

5: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1.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양심, 도덕, 사회규범, 법, self-evidence  

2.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3. “기업(inheritance)을 얻지 못하나니”  상속, 얻지 못한다(현재형, present tense) 

4. 3 절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 우상 숭배자 (골로새서 3:5-6) 

5. 고린도전서 6:9-10 

6. 갈라디아서 5:20-24 

 

5:6-7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1. “누구든지 헛된(empty) 말로 너희를 속이지(거짓) 못하게 하라”  죄와 심판이 있다. 

2.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결과 

3.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a. 3:6 “약속에 참여하는 자,” “the partakers of the promise” 

b. 변화  교제, 사귐  

4. 고린도후서 6:14-16 

 

5: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1. 과거와 현재 

2. 어둠 vs. “주 안에서 빛이라” = light in the Lord 

3.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걸어라)” = walk as the children of light 

 

5: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 “빛의 열매” vs. 5:11 “열매 없는 어둠의 일” vs. “성령의 열매” 

2.  “착함(goodness)” = the nature of God, 하나님의 속성 

 “the moral excellence, … good both in nature and effectiveness… for others” 

3. “의로움(righteousness)” =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 

4. “진실함(truth)” = personal integrity  believe, speak, and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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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한복음 3:16-21 

 

5:10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 “주를”  대상 

2.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a. 에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b. 로마서 12:1-2 

3. “시험하여 보라” = test, examine, discern, discover, approve, prove 

 두 번 확인하라 

 

5: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 “do not participate rather show their faults” 

2. “도리어” = 반대로 

3. “책망하라” = 폭로하라, to expose  

 

5:12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 “은밀이 행하는 것들”  죄악의 비밀 = 숨어서 행한다.  

2.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죄악 = 숨긴다.  

 

5:13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1. 새번역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2. “빛으로 발각된(드러난, exposed) 모든 것들은 나타납니다(보여집니다, manifest, show).”    

 

5:14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1. “잠자는 자여”  

a. 주 안에서 죽은 자 

b. 영적인 병과 죽음에 있는 사람  

2. “깨어서”  

3.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사야 60:1-3 

4.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초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