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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3.야 5:9-20 

 

인내와 바른 믿음 (5:9-20) 

Steadfastness in True Faith 

 

(5: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 “서로 원망하지 말라”  

a. “서로”: against one another vs. “love one another” 

b. “원망(stena,zw)하다”: 탄식하다(sigh), 신음하다(groan); 불평하다(complain), 

원망하다(grumble) 

b. 로마서 8:23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신음*)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표준새번역 

c. “탄식/신음”  말로 표현하지 않는 불만이나 화의 표현 

d. “불평/원망하다”  말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표현  

2. 심판 

a. 원망에 대한 심판이 있다.  

b.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1) 마가복음 13:28-29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29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 심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의미 

c. 심판주가 계시고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는 것! 

d. 고린도전서 4:3-5 

“3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4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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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11)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1.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 

2. 인내하는 자의 복 

3. 욥의 인내  갑절의 복 

 

(5: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1. 맹세하지 말라!  “I swear (to God)!” 

마태복음 5:33-37  

“33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2. Yes or No!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 고난  기도 

2. 즐거움  찬송  

 

(5: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1. 병든 자를 위한 장로(지도자)의 기도 

2. “기름을 바르며”  point of contact  

 

(5: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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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치유)  

2. 죄로 생긴 병  사하심(용서하심)  

 

(5: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1.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의 치유를 기도  

2. 의인의 간구  역사하는 힘이 크다!  

 

(5:17-18)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 열왕기상 17-18장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 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17:1)” 

2. “성정이 같은” 

a. “성정”: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b. o`moiopaqh,j: with the same nature, like in every way  

c. 사도행전 14: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3. 기도로 생긴 자연의 변화  

 

(5:19-20)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1. “미혹되어”: lead astray, mislead, deceive; pass. stray away, go astray; be mistaken; be 

deceived or misled;  

2. “미혹된 길” error, deceit, deception, delusion; lie or deception (Mt 27.64); perhaps 

perversion (Ro 1.27)  a wondering 

3.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 =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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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한일서 5:16-17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17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5. 갈라디아서 6:1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유혹)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6. 히브리서 7:24-25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