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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소개: “야고보서의 지혜로운 생활에 대한 직접적이고 순결한 말들은 잠언을 생각나게 합니다. 야고보서는
신학적인 지식보다 실천과 경건한 행실을 강조합니다. 야고보는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 없는
순종의 태도를 갖길 열망합니다 … 야고보는 참믿음을 증명하는 영적 열매를 강조함으로써 이신칭의에
대한 바울의 핵심적 가르침을 보충합니다.” - 존 맥아더 -

야고보서 1 장을 읽으십시오.
1. 마가복음 6:3, 요한복음 7:1 – 5, 사도행전 1:14 & 12:17, 갈라디아서 2:9 을 읽고 야고보 자신에 대한 것과 그가
한 일들을 적으십시오.

가) 약 1:1 에서 야고보는 자신을 무어라고 합니까? 여기에서 야고보는 무엇을 빼 놓았습니까?

나) 야고보는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다) 1 절에서 야고보는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다고 하였습니까?
2. 사전이나 성경 주석을 사용하여 2 - 4 절에 있는 단어들의 정의를 내리십시오. ‘기쁨’ ‘시련’ ‘인내’ ‘온전함’

3. 야고보서 1:1 - 4 에서 무엇이 믿는 자로 하여금 시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합니까?

가) 히브리서 12:1 - 2 을 적으십시오. 이 말씀은 야고보의 권고를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합니까?

4.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는 말씀은 믿는 자는 슬퍼하고 고난에서 건져주시길 하나님께
울부짖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마태복음 26:36 – 42, 요한복음 11:28 – 36, 시편 6 편을 읽고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뜻을 설명해 보십시오.

5. 다음 구절을 읽고 각 구절이 말하는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야고보서 1:3, 출애굽기 16:4
고린도후서 12:8 – 10
로마서 8:18, 고린도후서 4:16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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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1:3 – 6
창세기 22:9 – 12, 신명기 10:12

로마서 5:1 – 5 과 베드로후서 1:5 – 9 을 읽으십시오:
6. 야고보서 1:4 을 적으십시오. 믿는 자가 인내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참고: 롬 5:1 – 5; 벧전 1:5 – 9)

야고보서 1:5 - 8 을 읽으십시오.
7. “지혜” 의 사전적 의미를 적으십시오. 5 절에서 믿는 자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 다음 구절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한 ‘지혜’ 에 대해 적으십시오.
야고보서 3:13, 17
시편 111:10
잠언 2:6

나) 시련이 올 때 지혜를 주시길 구하는 것이 왜 필요합니까?

8. 야고보서 1:5 을 적으십시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9. 야고보서 1:6 - 7 에 의하면 지혜를 받는 것에 방해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존하기보다 당신이
더욱더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0. 야고보서 1:9 - 12 에서 야고보는 시련을 가르치는 도중 왜 부하고 낮은 형제들에 대해 언급합니까?

가) 마태복음 5:3, 에베소서 2:18 – 19, 베드로전서 1:3 – 11 은 시련을 겪는 동안에 어떻게 그 시련을 올바른
관점에서 보도록 도와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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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야고보서 1:10 - 11 에 의하면 부한 형제는 삶에 대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이것이 믿는 자들이 시련을
겪을 때에 서로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12. 빌립보서 4:10 - 13 에 의하면 바울은 어떻게 자족 (만족) 하는 것을 배웠습니까? 이것이 야고보서를 읽는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격려가 되는지요?

가) 12 절에서 시련을 견디어 낸 자들에게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13 - 18 을 읽으십시오:
야고보는 1:2 - 12 에서는 시험을 겪을 때의 올바른 반응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13 – 15 에서 믿는 자들이 이
시험을 하나님께 불순종으로 또는 육에 굴복하는 반응으로 전환합니다.
13. 13 - 15 절에서 사람의 죄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또한 누구의 책임이 아닙니까?
가) 아래 구절을 적으십시오. 이 구절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면 하나님이 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이사야 6:3
히브리서 7:27
베드로전서 1:16

14. 에베소서 2:1 - 10 에 의하면 각각 믿는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가) 이 말씀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과 당신이 매일 겪는 시련에 자족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적용:
•

지금 당신은 어떤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이것에 대한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

오늘 배운 말씀에 따라 시련을 지날때 순종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적용을 적어보십시오.

•

당신이 시험을 지나갈 때 격려가 되는 구절을 찾아서 적고 외우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