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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5:1 – 5:6 부자에게 주는 경고 

•  

 

 

 
 

 
 

 

 

•  

• 4 장 후반부에서 장사꾼들을 향한 경고를 했던 야고보는 이제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언급되는 부자는 4 절을 두고 살펴보면 이 당시에 땅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5 장 1 절은 4 장 13 절에서 사용한, ‘들으십시오’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3 절과 같이 

주의를 환기하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두 절의 

대상이 똑 같지는 않지만, 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1 절에서 울며 부르짖는다는 말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반응으로, 구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닥쳐올 비참한 일들’ 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일이라기 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자들에게 심판이 닥쳐온다는 것은 부자가 된 것을 심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대신 2 절과 3 절에서,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었다,’ ‘ 금과 은은 녹이 슬었다’ 라고 

적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부를 창고에 축적해 두고,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는 심판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사용의 문제인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 재물, 옷, 금, 은과 같은 것은 이 당시에 부의 상징을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이 당시의 

재물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썩는다는 표현이 적절하고, 옷도 

좀 먹을 수 있지만 금과 은은 실제로 녹이 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들에서 

야고보가 적절히 사용되지 못한 재물들을 나타내고자 의도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 장 20 절에서 부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면 이해가 됩니다. 

1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 

짖으십시오. 2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먹었습니다. 3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4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5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6 여러분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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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부자들의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금과 은이 녹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들이 자신의 재물을 잘 보관하고 있을테니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야고보가 이렇게 적고 있는 것은 실제의 상황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 4 절부터 6 절에서 야고보는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저지른 잘못된 행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적이 되는 부분이 4 절에서 적은 일군들의 품삯을 제때에 지불하지 

않고 심지어 떼먹은 것입니다. 가로챈 품삭이 소리를 지른다는 표현은 지불되지 않아서 

여전히 부자에게 돈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것인데 이 표현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뒤에 아벨의 피가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창세기 4 장 10 절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인을 벌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4 절의 표현 또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 5 절은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뒷 부분의 살육의 날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해석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관심을 두지 않은 채로 심판의 날이 

다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만 호의호식 하면서 사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 6 절도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데, 의인을 누구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장 

단순한 해석은 의인을 아무 힘이 없는, 땅 주인에게 핍박을 받고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은 의인을 예수님으로 보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으로 해석을 할 때에 내용적으로 잘 이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첫번째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악한 부자들이 약자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가는 행태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난하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