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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19.야 3:1-12 

 

다스릴 수 없는 혀 (3:1-12) 

Corrupted Tongue 

 

 

(3: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 “선생”: teacher, rabbi(랍비) 

a. 로마서 12:6-8  은혜로 받은 은사 

“6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7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b. 고린도전서 12:28-31  한 몸(교회) 안의 다른 사역자들 

“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29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c. 에베소서 4:11-12  사역의 목적 

“11 그(예수)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12 이는 ①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②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③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2. “더 큰 심판”: 심판의 차이 

a. 은사와 책임에 대한 심판 

b. 누가복음 12:47-48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48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3. 사역자란 위치에 대한 선망 vs. 부르심과 책임 + 대가와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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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1.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a. “실수”: stumble, cause to stumble, go wrong, sin 

b. 로마서 3: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c.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 우리가 다 말 실수를 함으로 온전한 사람이 없다. 

3.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 온 몸을 다스릴 수 있다.  

 

(3:3-4)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1. (3:2)에 대한 두 가지 예 

a. 말의 입에 물린 재갈 몸을 제어(순종) 

b. 배의 키  사공의 뜻(운행)  

2. 작은 혀가 몸(말/배)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3:5-6)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1. 작은 혀(말)의 영향력 

a. 불  불의의 세계 

b. 지체에 퍼진 불  온 몸(교회)을 더럽힘  

c. 지옥 불  삶의 수레바퀴(the course of life)를 불사름    

2. 작은 혀가 전체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파괴력  

 

(3:7-8)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1. 길들일 수 있는 야생의 것들 

2. 길들일 수 없는 혀  쉬지 않는 악 & 죽이는 독이 가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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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1. 혀의 이중성 

a. 하나님을 찬양 vs. 사람을 저주 

b. 단 물 vs. 쓴 물 

2. 근원의 결과  

a. 나무와 다른 열매가 나올 수 없다. 

b. 짠 물이 단 물을 못 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