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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4:13 – 4:17 허망한 생각을 경고함 

•  

 

 

 
 

 
 

 

 

• 4 장 13 절부터 17 절까지의 내용은 ‘허망한 생각을 경고함’ 이란 제목이 붙어있는데 이 

허망한 생각이라는 제목은, 4 장 13 절부터 5 장으로 넘어가는 내용들이 부자들,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에 관한 것이라는 점과 많이 연관이 된다는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돈 버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는 

내용으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돈 버는 것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기본적으로 돈 버는 것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빠져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 우리 성경에는, ‘들으십시오’ 라는 말이 13 절의 마지막에 있으나 실제로 이 말은 편지의 

내용을 전환하는 말로 헬라어 원문에는 절의 가장 앞부분에 등장합니다. 야고보는 

새로운 내용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주의를 끌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 13 절은 좁은 의미로는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가진 장사꾼들을 향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3 절의 내용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돈을 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목적이 되어서, 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가복음 12:13-21 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연상시킵니다. 

• 14 절에서 야고보는 장사꾼들을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비유합니다. 장사꾼들 스스로는 

자신들을 뭔가 대단한 사람들로, 그리고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컨트롤하며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여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들은 아주 짧은 순간 살다가 아무런 

의미없이 사라지는 안개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잠언 

27 장 1 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다.”  

13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14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15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16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17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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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란 아주 중요한 말이 등장합니다. 장사꾼들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모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내일, 일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16 절에서 자랑하는 것이 악하다고 하는데, 이때의 자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빠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악하다는 의미입니다. 

• 17 절의 죄는 무엇을 잘못해서  죄를 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언급합니다. 야고보는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