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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4:1-3을 읽으십시오: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 

1. 야고보서는 1장 1절에서 ‘흩어져있는 열두 지파’에게 야고보가 쓴 서신서임을 밝힙니다.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의 처한 환경이 어떠했으며 그들의 믿음 생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 야고보서 1-3장을 다시 읽으시고 관찰한 내용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예) 야고보서 1장 9-10절에 빈부의 격차가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었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교회 

안에서 차별하는 일이 대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야고보는 교회 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어디서 

나온다고 말합니까? 

 

3. 당신의 삶에서 육체적 정욕이 드러났던 구체적 경험과 그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 무언가 (명예, 물건, 친구…) 갖고 싶은데 갖지 못했을 때: 

 

•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을 때, 혹은 하기 싫은데 해야만 했을 때: 

 

가) 이러한 정욕이 불같이 타오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나) 성경에서도 이와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 말씀을 읽고 어떠한 세상적 탐닉이 그들을 

지배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 창세기 37장: 

• 사무엘하 13장: 

• 열왕기하 5장 20-27: 

 

야고보서 4장 4-10을 읽으십시오: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 

4.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호격으로 시작되는 ‘간음하는 여인들아’라는 다소 파격적인 어구를 쓰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가) 다음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숭배 하는 자들을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적으시기 바랍니다. 

 

• 이사야 57:3-4 

• 예레미아 3:8 

• 호세아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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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야고보서 4장 7-10절은 세상의 가치관과 행동 양식을 따라 사는 수신자들에게 야고보가 주는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야 하는 반응이자 명령이 됩니다. 다음 

10가지 명령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고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명령이 이번 

주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며 삶의 변화를 야기했습니까? 

 

•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참고-마태복음 10:38) 

 

• 마귀를 대적하라 (참고-요한일서 3:8) 

 

•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참고-시편 42:1) 

 

• 손을 깨끗이 하라 

 

•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참고-베드로전서1:22) 

 

• 슬퍼하라 

 

• 애통하라 (참고-요엘2:12) 

 

• 울지어다 (참고-마가복음14:72) 

 

•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 

 

• 낮추라 (참고-잠언 3:34) 

 

야고보서 4:11-12을 읽으십시오: 판단과 비방의 죄 

6. 비방은 다른 이들을 의도적으로 악평하거나 중상하는 행위를 나타내는데 성경은 이를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으며 이 행위를 어떻게 다루라고 명령합니까?  

 

• 로마서 1:29-30 

• 골로새서 3:8 

• 베드로전서 2:1 

• 잠언18:8 

• 에베소서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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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4:13-17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주되심 

7.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보여준 사업계획과 가장 최근 당신이 세웠던 계획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Venn diagram을 완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8. 야고보서 4장 15절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말씀에 적힌 ‘주의 뜻이면’ 이란 구절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오게 

합니까?  

 

나) 현재 당신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다) 당신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적용: 

이번 주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교훈을 적고 테이불에서 나누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13 나의 계획 

공통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