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주님께서 원하시면”
(If the Lord Wills)



세상에서 아름답지만
가장 위험한곳 Best 5



5위-투르크메니스탄의 다르바사 분화구



4위-파키스탄의
후사이니 다리



3위-벨리즈에 있는 블루홀



2위-코카서스의
크루베라 동굴



1위-히말라야의 K2



예수님을 나의 구주(Savior)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Lord)으로 믿는 것



파스칼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
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
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백이다."



I.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서로 헐뜯고 심판
하지 말아야 합니다(11-12절).



(약 4:11, 새번역)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
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
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
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Jms 4:11, ESV) Do not speak evil against 
one another, brothers. The one who speaks 
against a brother or judges his brother, 
speaks evil against the law and judges the 
law. But if you judge the law, you are not a 
doer of the law but a judge.



(약 2:8, 새번역) 여러분이 성경을 따
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
입니다

(Jms 2:8, ESV) If you really fulfill 
the royal law according to the 
Scripture, "You shall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you are 
doing well.



(빌 2:13, 새번역) 하나님은 여러분 안
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
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
다.

(Php 2:13, ESV)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both to will and to 
work for his good pleasure.



(약 4:11, 새번역)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
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
하는 사람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
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Jms 4:11, ESV) Do not speak evil against 
one another, brothers. The one who speaks 
against a brother or judges his brother, 
speaks evil against the law and judges the 
law. But if you judge the law, you are not a 
doer of the law but a judge.



(시 119:105, 새번역)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Ps 119:105, ESV) Your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약 4:12, 새번역) 율법을 제정하신 분
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
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
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이기
에 이웃을 심판합니까?

(Jms 4:12, ESV) There is only one 
lawgiver and judge, he who is able 
to save and to destroy. But who are 
you to judge your neighbor?



II.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는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13-17절).



(약 4:13, 새번역) "오늘이나 내일 어
느 도시에 가서, 일 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Jms 4:13, ESV) Come now, you 
who say, "Today or tomorrow we 
will go into such and such a town 
and spend a year there and trade 
and make a profit"--



(약 4:14, 새번역)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
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
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
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Jms 4:14, ESV) yet you do not know 
what tomorrow will bring. What is your 
life? For you are a mist that appears for 
a little time and then vanishes.



(약 4:15, 새번역) 도리어 여러분은 이
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Jms 4:15, ESV) Instead you ought to 
say, "If the Lord wills,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약 4:16, 새번역) 그런데 여러분은 지
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Jms 4:16, ESV) As it is, you boast in 
your arrogance. All such boasting is 
evil.



(약 4:17, 새번역) 그러므로 사람이 해
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
니다.

(Jms 4:17, ESV) So whoever knows 
the right thing to do and fails to do 
it, for him it is sin.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
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
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