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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26.야 3:13-18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 (3:13-18) 

The Wisdom from the Above 

 

(3: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3: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3: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 지혜있는(sofo,j): 교사, 서기관, 랍비, 등을 칭하는 형용사 

2. 총명(evpisth,mwn, understanding, expert, skilled)한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소유한 전문인을 칭하는 형용사 

3. 자신의 주장을 선행(good conduct, or manner of life)으로  

증명(to show, prove, reveal, explain)하라. 

4. 지혜의 온유함 

a. 지혜(sofi,a): wisdom, insight, intelligence, knowledge 

b.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 

1) 온유함(gentleness, humility, meekness) 

2) 에베소서 4:1-3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 골로새서 3:12-14 

“12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4) 디도서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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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2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5) 야고보서 1:19-21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5.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영적이라고 하는 자  선행으로 증명해야 함  

 

(3: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1. 혀(말)의 악에 대한 설명(3:1-12) 

2. 마음 속의 상태를 다룸 

3. “독한 열심(시기)와 이기적인 야망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다면” 

a. “독한(bitter) 시기(zeal, envy, jealousy)”  독한 열심  

b. “마음 속의 다툼(정욕)” 

1) 다툼(evriqei,a): selfish ambition(이기적인 야망), selfish rivalry(이기적인 경쟁) 

2) 고린도전서 3:3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a. 자기를 나타내는 지혜 

b. 이기적인 신앙의 열매  거짓 

 

(3:15-16)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지혜 

a. 땅 위의 것 

b. 정욕의 것 

c. 귀신의 것 

2. 시기와 다툼의 열매  

 혼란과 악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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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18)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 위로부터 난 지혜 

a. 성결: 거룩, 구별 

b. 화평 

c. 관용(gentleness) 

d. 양순(goodness) 

e. 긍휼(mercy) 

f. 가득한 선한 열매 

g. 편견과 거짓이 없음 

1) 편견: without prejudice or favoritism 

2) 거짓: sincere, genuine, without hypocrisy 

2. 화평하게 하는 자 

a. 화평을 심는다. 

1) 마태복음 5: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b. 의의 열매를 거둔다. 

1) 열매의 보고 나무를 평가할 수 있다. 

2) 이사야 32:17(새번역)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