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다서 소개 
세바스찬 김(Sebastian Kim) 박사는 유다서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거룩한 생활과 윤리적 행위와 깊이 통합되어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저는 세바스찬 김(Sebastian Kim) 박사입니다. 저는 코리안센터의 부학장이며, 

신학과 공공 영역 교수입니다. 한국 기독교의 관점에서 유다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서는 가장 짧은 성경 중 하나입니다. 25 절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나 배경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서기 50 년에서 70 년 사이에 특정 
공동체에게 쓰여졌을 것입니다.  

 

유다는 4 절과 5 절부터 시작해서 서신의 전반부에 걸쳐--외부에서 온 어떤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거짓 가르침을 가져 왔습니다. 의도적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서 주의를 분산시키고 거짓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않게 생활했습니다. 17 절 이후부터 저자는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지키라고 격려합니다. 유다는 우리와 관련이 깊고,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몇 가지 

요점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믿음,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믿음"이라는 구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둘째,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넷째,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유다의 메시지는 믿음과 실천이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유다는 거룩한 

믿음과 살아있는 행실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라고 합니다. 믿음의 차원과 실천과 윤리적 차원을 통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예를 들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의 의미를 깊게 파고드는 

일은--주변 사람들에게 행하는 윤리적 행위와 우리의 거룩한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두 연관되어 있고 통합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서의 마지막에 나오는 짧은 찬가를 한국어와--영어로 읽겠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Now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falling and to make you stand without 

blemish in the presence of his glory with rejoicing, to the only God, our savio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 before all 

time, and now, and forever! Am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