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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8.야 1:9-27 

 

진정한 경건 (1:9-27) 

True Religion  

 

(1:9-11)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1. 교회적 형평성(ecclesial equilibrium)  

o equilibrium: a stable situation in which forces cancel one another 

2. 현실의 차이에 대한 인식과 인정 vs. 사회적 형평성(equality)와 공정성(equity) 

o 종말(죽음)과 영생을 보는 마음의 태도 vs. 유토피아에 대한 환상 

3. 요한복음 15:12-17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3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15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16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o 하나님  인간 = 형평성 =친구  종  

 

(1: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1. 시험(testing) + 시련(proving) 

2. 참는 자(endurance) + 견디어 낸 자(approval) 

3. 예수님 사랑(동기)하면 참고 견딜 수 있다.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1:13-15)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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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맥상 시험(testing)  유혹(temptation) 

2.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 없다.  시험(유혹)하지 않으신다. 

3. 유혹(시험)은 잘못된 욕심(생각/감정)에 끌려 미혹(미끼, 덫)된다.  

4. 욕심(eager desire, covetousness, lust)이 생기면 죄를 짓는다. 

5. 죄는 사망을 가져온다.  

 

(1:16-17)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1. (세상이 아닌) 위로부터 (악이 아닌)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a. 좋은 은사(gift, giving)  

b. 온전한(complete, perfect) 선물(gift, present) 

2. 변하지 않으시고 영향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1: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1. 13-15절의 표현 vs. 욕심과 죄가 아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심 

2. 한 첫 열매  구약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제물로 표현  

 

(1:19-20)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1. 대화의 지혜  

2. 감정 다스리기  분노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는데 방해가 됨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1. 내버리기  

2. 마음에 온유함으로 받기  

 

(1: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1. 깨우친 자  말씀을 행하는 자 

2. 스스로 속이는 자  듣기만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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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5)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1. 망각하는 자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2. 자유로운 자  듣고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  

3. 축복을 받는 비결  실천(순종)  

 

(1: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1. 진정한 경건 빠른 듣기와 적은 말(1:19) 

2. 착각한 경건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  많은 말 

 

(1: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1. 진정한 경건  

a. 어려움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 

b. 세상적이지 않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