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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제임스의 관심은 거짓 믿음 (2:19), 특정 교리에는 동의하지만 고백한 교리에 의해 일상생활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적 믿음이었습니다. 야고보에게 그러한“믿음”은 구원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유익”(2:14, 

16)을 가져오는 일종의 믿음, 진정으로 구원하고 정당화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과를 낳고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행함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Thomas Schreiner/ The King in His Beauty, p. 599 

 

James 2:14 을 읽으십시오: 믿음과 행함: 

1. 지난주 강의에서 당신을 격려하거나 확신하게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2. 야고보서 2:14 에서 야고보는 어떤 질문을 하고 있으며 그가 기대하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가). 야고보서 2:1 과 2:14 에서 야고보가 말한 믿음과 행함을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3. 다음 말씀에 따르면 믿음과 행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가).마태복음 13:18-23 

 

나).마태복음 25:31-46 

 

다).요한복음 14:15 

 

라). 요한복음 15:5-6,8 

 

마).에베소서 2:8-10 

 

바).요한일서 2:3-6 

  

야고보서 2: 15- 20 을 읽으십시오: 거짓 믿음의 거짓 연민: 

1. 15-17 절에서 야고보는 어떤 예를 사용했습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거짓 믿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숙고하도록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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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복음 19: 1-10, 사도행전 19: 18- 19, 데살로니가전서 1: 9-10 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3. 야고보서 2:17 과 20 에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야고보서 2: 18 ~ 20 을 읽으십시오: 죽은 믿음의 의미 없는 신념: 

1. 야고보서 2:19, 마태복음 8: 29-30, 마가복음 5: 7 에 따르면 귀신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고 믿고 

있습니까? 

   

 

     가). 야고보는 지식, 진리에 대한 정신적 동의조차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같다고 믿습니까? 어떻게    

          신명기 6:4-9 은 당신에게 진리를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 사이의 이해를 더 깊게 합니까? 

 

     나). 믿음이 없는 지식은 어떻습니까?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들이 구원     

          받았는지 판단하는 자들입니까? 

 

 

2.  20 절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도에 어떻게 해가 됩니까? 

 

 

야고보서 2:21-26, 로마서 4:1-24 을 읽으십시오: 살아있는 믿음: 

1. 21- 26 절에서 야고보는 행함을 동반한 믿음에 대해 어떤 두 가지 예를 알려줍니까? 

 

 

    가). 창세기 22:1-8 과 여호수아 2:1-21 에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무엇을 배우십니까? 

 

    나). 야고보서 2:21-26 과 갈라디아서 3:6-11 에서 야고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2. 로마서 4:1-25 말씀이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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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신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당신은 무엇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야고보서 2 : 14 ~ 26을 다시 읽으십시오.  

1. 자신의 말로 야고보서 2: 14- 26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2.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당신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야고보서 2:14-26의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배우게 되었습니까? 

 

 

 

적용: 

1. 당신의 삶에서 맺는 열매나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이 구원받은 신자라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당신의 상태를 더 잘 나타내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당신을 붙잡고 방해하는 것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