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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4:1 – 4:10 세상과 벗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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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장 10 절까지의 내용은 내용상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3 절은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의 원인에 대하여 분석을 하고, 4-6 절에서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7-10 절에서는 회개를 

촉구 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기 위한 여러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 야고보는 1 절과 2 절에서 교회 안의 특정한 분쟁이나 싸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세상적 욕심 (육신의 욕심) 

으로 인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 전서 

2:11 이나 로마서 7:22-23 절에서 이야기하는 육체의 정욕과 내 마음의 법과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 절 후반부에서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는 말씀은 마태복음 7:7 에서 

예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하신 말씀과 연결이 되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동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4 절에서 간음하는 사람이란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에게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경우가 많았던 것을 기억하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야고보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간음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디모데후서 3:2-5 절 말씀과 연관이 

1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2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도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도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3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자기가 쾌락을 누리는 데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4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5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 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6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 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7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 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8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9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10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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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5 절에서 야고보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듯이 적고 있는데, 각주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적은 내용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구절을 분명하게 찾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석가에 따라서 이 부분을 출애굽기 34:14 절과 연결을 시키기도 합니다. 

• 7 절부터 10 절에서 야고보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다섯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2)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처음 두가지를 묶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됩니다). 3)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4)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우십시오. 5)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 8 절에서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의식을 연상시킵니다. 시편 24:4 절 

처럼 깨끗한 손과 정결한 마음을 연결시키는 구약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8 절은 죄인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결쳐 있는 사람을 칭하고 있습니다. 

• 9 절에서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라는 말씀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괜찮다고 

웃으며 넘겨 버리지 말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슬퍼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 10 절에서 말씀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행위는, 교만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지 않던 행동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으며 겸손하게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높여 

주십니다. 

야고보서 4:11 – 4:12 서로 비방하지 말라 

•  

 

 

 
 

• 야고보는 헐뜯지 말라는 말로써 4 장 1 절에서 이야기 하던 싸움과 분쟁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 거짓말을 하던지 악의적인 말을 하는 것이 분쟁의 시발점이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 것이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구약의 계명을 

(레위기 19:18)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기억시켜줍니다. 

• 12 절에서 야고보는 율법을 기억시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행위는 이웃을 심판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이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1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12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