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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야고보는 그가 다루려는 주제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편파성 또는 편애, 외모나 세상의 이점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단순히 이상적인 '종교적' 패턴이나 행동을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J. Alec Motyer/ The Message of James, p. 80 

                                                                

야고보서 2 : 1 ~ 13: 하나님의 공정성 

1.야고보서 1 장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격려되거나 마음에 가책을 받았던 부분을 그룹에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 야고보서 2: 1 에서 무엇을 명령합니까? 

 

3.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공정성에 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a. 신명기 10:17 

 

 b. 사도행전 10:24–28 

 

 c. 로마서 2:11 

 

 d. 갈라디아서 2:6 

 

 e. 골로새서 3:25 

 

 

4. 레위기 19:15 과 잠언 24:23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민족이 편애하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5. 편애나 편파를 나타내는 것이 참된 믿음과 양립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대답을 뒷받침하는   

   성경을 찾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 : 2 ~ 4: 교회의 편애 

1. 야고보서 2: 2 ~ 4 에서 야고보는 편애를 나타내는 초대 교회에 대해 어떤 예를 보였습니까? 

 

 

가) 오늘날 교회에서 드러나는 편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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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야고보서 2: 4, 6, 9, 11 절에서 야고보는 편애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이 말씀이 차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가) 빌립보서 2 : 3 ~ 4 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편애의 동기는 무엇이며, 그것이 왜 악합니까? 

 

나) 빌립보서 2 : 3 ~ 8 과 로마서 15 : 5 ~ 7 에서 보여주는 편애와 반대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본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의 삶에서 편애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영역을 생각해보고 어떻게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5-7: 신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1. 야고보서 2:5-7 에서 야고보는 교회가 왜 공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어떤 이유를 제시 했습니까? 

 

2. 6- 7 절에서, 초대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3. 마태복음 22:32-40 은 믿는 자들이 범하는 편애와 차별의 죄에 관해 당신의 이해를 어떻게 심화시킵니까? 

 

 

4. 가난하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보여주는 다른 성경 말씀을 찾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5.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 것을 요구하는데, 이 명령에 순종 할 수    

   있는 두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2:8-13: 네 이웃을 사랑하라.  

1. 때때로 신자들은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9-13 에 있는 야고보의 주장은 

그러한 사고방식을 어떻게 다룹니까?  

 

2. 레위기 19:18 과 마가복음 12: 30- 31 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교회는     

   어떤 율법의 전형적인 예가 되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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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마서 3:20 과 8:1-8 에 따르면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나).  마태복음 5:17 에서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성취했습니까? 

 

4.  비록 그리스도인은 모세의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율법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표준을 반영하여 새로운 본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자들도 그렇게 하도록 격려 할 수 있습니까? 

  

 

5. 당신의 삶에서 어떤“작은”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한 경험이 있습니까? 모든 죄가 하나님께 모욕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약 2:8-13 말씀이 당신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적용: 

1. 당신의 삶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우대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편견으로 차별하여 대했던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주에 가정, 직장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두 가지 생각하여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