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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1.야 1:2-8 

 

인내의 결과: 온전함 (1:2-18) 

Completeness: The Fruition of Patience 

 

(1: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 “내 형제들아”  

a. 구약에서는 동족을 향하여 쓰여지던 표현 

b. 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  “brothers and sisters”  

c. 야고보와 (이방인을 포함한) 수신자 사이의 가까운 관계를 표명  

2.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a. “여러가지 시험을” 

1) 시험(peripi,ptw): trial, test, period (or process) of testing 

 누가복음 22:28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내면 세계에 끼치는 유혹 

2) “여러가지”  

 시험(유혹)은 한 모양과 같은 방법으로 오지 않는다.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시험(시련/유혹)을 이길 수 있다.  

 누가복음 22:40b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b. “당하거든(peripi,ptw)”  

1) “만나거든(개역한글)”  

2) 누가복음 10: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fell among)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 사도행전 27:41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fallen into)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쳐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3.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a. “온전히”  

1) 다(all), 모든 것을(all things) 

b. “기쁘게” 

1) joy, delight, gladness, happiness  cause (or object) of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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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전서 1:6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c. “여기라” 

1) consider, think, count(수를 세는 개념) 

2) 명령조(imperative or command) 

d. 시험 = 시련과 핍박 

4. 믿는 자는 자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 

a. 믿음(신뢰) vs. 불만 

b. 기쁨(믿음) vs. 실망   

5.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1: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1. “믿음의 시련” 

a. “시련(doki,mion)”: testing, act of testing, proving  진실성(genuineness) 

b.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쳐서 인정받은 믿음의 시험  

c. 시험하여 인정된 믿음 

2.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a. “인내(u`pomonh,n)”: perseverance(참을성), steadfastness(끈기) 

b. “만들어 내는 줄”  필연적인 결과  

3. “너희가 앎이라” 

a. know, find out, learn, understand; perceive, discern; recognize;  

 be very certain, remember 

b.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c. 아는 것 vs. 체험했고 체험하고 있고 체험할 것을 믿는 것  

 믿음 = 순종 

 

(1: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1.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a. “온전히 이루라”  have its full effect 

b. 인내의 영향(효과/능력)이 다 이루어지게 하라! 

c. 하나님의 인내와 온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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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5:48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2.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a.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b. 야고보: 시험(시련)을 통과한 결과  인내 

c. 바울: 시험(시련)은 신앙성장의 한 과정 

로마서 5:3-4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d. 시험(시련)의 중요성: 결과 or 과정  

e. 창세기 50: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1:6-7)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1: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