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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5.야 2:1-13 

 

공평한 하나님 (2:1-13) 

God without Favoritism 

 

(2: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1. “내 형제들아”  

a. 다른 주제의 시작을 알림 

b. 야고보와 교인들과의 관계를 확인 

2.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a.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b.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가졌다면” 

3.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a. 차별 

1) 헬라어(proswpolhmyi,a)  “to accept a face” 

2) treating one person better than another, favoritism(선호), partiality(편애) 

b. 영어번역 

1) ESV: “show no partiality” 

2) NIV: “don't show favoritism” 

3) NASB: “with an attitude of personal favoritism” 

4) NLT: “how can you claim that you have faith in our glorious Lord Jesus Christ if you 

favor some people more than others?” 

4. 차별의 문제 

a. equality before God 대 discrimination(or bias) based on classism, race, origin, etc. 

b. peace and unity 대 jealousy and factions 

5.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a.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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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사도행전 10:34-35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35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c. 로마서 2:6-11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7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8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d. 에베소서 6:5-9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6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7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8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앎이라 9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앎이라” 

e. 골로새서 3:22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24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25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2:2-4)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1.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  부와 사회적인 지위가 나타나는 사람 

2. “남루한(더러운, 지저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  

3.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  세상적 

4. “서로 차별”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 = 존재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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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1. 가난한 자에게 전해지는 복음  부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2. 차별없는 영원한 나라의 유업  

 

(2:6-7)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7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2:8-11)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1. 최고의 법: 하나님 사랑 = 이웃 사랑  

2. 차별 = 죄 

3. 한 율법을 어길 경우 = 범법자로 판단 

 

(2: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1. 언행의 일치 

2. 차별에는 자유함이 없다. 

3. 사랑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 

4. 요한복음 13:34-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2: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1. 마태복음 5: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2. 마태복음 18: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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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한일서 4:16-18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18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4. 긍휼은 믿음의 표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