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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3:13-18 
 

1. 지혜로운 사람 (13 절) 

 
야고보는 누가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와 이해력이 있다면, 그 지혜를 그의 착한 행동을 통해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 장에서 믿음은 행위로 완성된다고 하였듯이, 여기서 야고보는 지혜는 

그 사람의 행실로 나타난다고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그 사람의  착한 행동은 지혜가 

그 사람 안에 낳은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적고 있는데, 예수님도 온유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마태복음 21:5) 

먼저 본을 보이셨고,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시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 5). 
 

2. 땅에 속한 지혜 (14-16 절) 
 

 
야고보는 두가지 다른 종류의 지혜를 말하면서, 먼저 땅에 속한 지혜에 대해 

말합니다. 참 지혜는 13 절에서 말하듯이 온유함을 낳지만, 육신에 속한 지혜는 그 

사람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을 낳고,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로 이끕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지혜와 달리 이런 지혜는 악마에게 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위가 드러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졌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13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14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15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16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3. 위에서 오는 지혜 (17-18 절) 

 
ㄱ. 마지막 두 구절에서 야고보는 위에서 오는 지혜의 모습을 열거합니다. 

“위에서”라는 단어는 야고보서 1 장 17 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서 야고보는 

위에서 오는 좋은 선물과 완전한 은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하였기에, 

위에서 오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1 장 5 절에서도 지혜가 부족하면,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ㄴ. 야고보는 이런 지혜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순결이라고 합니다. 참 지혜에서 

나오는 순결은, 육신에 속한 지혜로부터 나오는 온갖 악한 행위와 대조됩니다.  

ㄷ.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또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합니다.  

ㄹ. 그 다음으로 지혜는 모습은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는 2 장 13 절에서도 자비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편견과 위선이 없다고 합니다. 

ㅁ. 18 절에서 야고보는 정의는 평화의 씨를 뿌린 사람들이 거두는 열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야고보서 1 장 19-20 절에서 야고보는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노하기를 더디 하여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평화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강조합니다.  
 
 

17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18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들이는 

열매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