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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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Scripture reading



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2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s, 
whenever you face trials of many 
kinds,

약 1:2-4
James 1:2-4



3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3 because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develops perseverance.

약 1:2-4
James 1:2-4



4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4 Perseverance must finish its work so 
that you may be mature and 
complete, not lacking anything.

약 1:2-4
James 1:2-4





I. 우리는 진리에 동의해야 합
니다.



약 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Jms 1:1 James, a servant of 
God and of the Lord Jesus 
Christ, To the twelve tribes in 
the Dispersion: Greetings.



약 1: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Jms 1:2 Count it all joy, my 
brothers, when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s,



II. 우리는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약 1:2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Jms 1:2 Count it all joy, my 
brothers, when you meet 
trials of various kinds,



“시험(Trial)”
“페이라스모스”

외부로부터 야기되는 것



요 16:33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
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
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
상을 이겼다.

Jn 16:33 I have said these things 
to you,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will have 
tribulation.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III.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기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약 1:2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Jms 1:2 Count it all joy, 

기쁨으로 계산하라. 
기쁨으로 여기라
기쁨을 선택하라



닉 부이치치(Nicholas James Vujicic)



롬 8:28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
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
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Rm 8:28 And we know that for 
those who love God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for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약 1:3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
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Jms 1:3 for you know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steadfastness.



약 1:4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
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
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Jms 1:4 And let steadfastness 
have its full effect,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in nothing.



고후 1:4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
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2Co 1:4 who comforts us in all 
our affliction, so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ose who are in 
any affliction, with the comfort 
with which we ourselves are 
comforted by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