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그은 경전 구절과 말씀을 읽고 아래 각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적는다)
칠판에 두 개의 노가 있는 배를 그린다.(이때 노에는 아무것도
야고보서 1:22~27.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쓰지 않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실천하는 자가 된다.(35~40분)

공과를 시작하기 전에 교회 회장이 최근에 교회 청소년들에게
한 말씀을 찾아읽는다. (예를 들면 신권 모임 또는 여성
대회에서 하신 말씀) 그분이 청소년들에게 부탁한 서너 가지
요청 사항을 선정한다. 그것들을 칠판에 적고 학생들에게
선지자의 권고에 순종해 왔는지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도록
부탁한다.
야고보서 1장 22~25절을 읽고 다음 질문에 관해 토론한다.

• 어느 노가 더욱 중요한 노인가?
• 만일 배 한 편에만 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를 젓는다면, 여러분은 어느 방향으로 가게될 것인가?
• 왜 여러분은 두 개의 노가 필요한가?

•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야고보서 2장 17~18절을 읽고 노를 뒤집어서 글씨를 보여준다.
(또는 칠판에 그린 노에 글귀를 적는다)

• 듣기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이 구절이
유사한가?

•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 단지 듣기만 하는 사람과는 달리 행하는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는 어떤 유익이 오는가?
(유의사항: 원한다면, 여기서 야고보서 2장 17~18절에 나오는
가르침을 위한 제언을 사용해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와
행함이 없는 신앙 사이의 관계를 보여 줄 수 있다.)
야고보서 1장 26~27절을 읽고 순수한 종교의 정의를 찾아본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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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식으로 우리는“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라는 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는가?
• 어떻게 우리는“행함”이라는 노를 무시할 수도 있겠는가?
학생들에게 야고보서 2장 14절을 읽고 질문에 답하게 한다.
신앙과 행함을 모두 확실히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과 야고보의 답을 찾아보면서 야고보서 2장 15~26절을
읽는다.

•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순수한 종교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야고보서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방법에 관해 많은 조언을
주고 있다.
반원을 다섯 그룹으로 나눈다. 각 그룹에게 해야 하는 것
목록이라고 적힌 종이 한 장씩을 준다. 각 그룹에게 야고보서의
각 장을 한 장씩 지정해 준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잘 따르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야고보가 제언한 사항들을
찾아보면서 각 그룹이 배정받은 장을 읽어보게 한다. 그들이
찾은 것에 대해 토론하고“해야 하는 것”의 목록을 모두 칠판에
적는다.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 만일 여러분이 야고보의 권고를 따른다면, 여러분의 생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 이러한 권고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따랐기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온 것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기꺼이 얘기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경험을 나누어주도록 권유한다. 학생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 목록(특별히 선지자의 권고)을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야고보서 2:17~18(성구 익히기) 우리는 행함이 없는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며, 또한 신앙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로운 행함이 신앙의 열매이다.(10~15분)
배를 젓는 데 사용하는 노 두 개를 반으로 가져온다. 하나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리고 다른 하나에는 행함이라고
쓴다. 학생들이 글씨를 볼 수 없도록 노를 뒤집어 놓는다. 또는
www.dnatree.co.kr/seminar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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