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중심적으로) 교훈하는것이 무엇인가 ? 

답 3: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중심적으로) 교훈하는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 하시는 본분이다. 

 

성경적 근거: 미가 6:8; 요한복음 5:39, 20:31, 3:16; 고린도전서 10:11; 로마서 15:4;  

요한일서 1:3-4 

  

질문 1: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한다고 했는가? 

 

 질문 2: 성경은 사람에 대해 무엇을 말한다고 했는가? 

 

 질문 3: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것은 무엇인가? 

 

 질문 4: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무엇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가? 

 

 질문 5: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 6: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질문 7: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질문 8: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무엇을 원하신다고 

하셨는가?(고린도전서 1:9) 

 

문답 2 에서 공부한것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어떻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것 외에도,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 말해주며 믿는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다시말하면 

믿는자에게 요구되는것은 믿음의 행위이다. 성경은 이것 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는 것”이란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란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과연 믿음과 행위의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것인가? 

 

우리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점과 관계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 로마서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선을 긋는 반면에,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그럼 두 성경은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쉽게 설명하자면, 구원은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것이 로마서의 핵심이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것을 로마서는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행위라도 사람의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을 얻지못한다고 단언하고 있다. 반면에 구원을 얻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가 바로 야고보서의 초점인 것이다. 믿음이 없는 행위는 구원에 이르도록 하지 못 

하지만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에 걸맞는 행위인 것이다. 

하나님은 믿는자에게로부터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요구하신다. 로마서는 구원에 이르는 

방법론을 말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두 성경은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정확하게 앞 뒤가 맞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믿음이 어떻게 믿는자에게 주어지는가를 가르쳐준다.(에베소서 2:8) 성경이 없이는 이런 

부분들을 알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는 부분도 많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구체적인 

모든 상황속에서 정확하게 취해야 될 행동 하나 하나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성경은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일 하나 하나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 뿐 아니라, 성경은 세상의 모든 

과학적인 일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런것들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을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성경의 초점은 사람들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형성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것에 주목해야 한다. “관계”라는 개념을 배제하고는 

성경을 옳바로 이해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표현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 그러나 이 관계는 절대로 추상적일 

수가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고, 

사역하셨다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기 

때문이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셋째,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모양의 관계로 나타나시는데 그 중에 6가지의 관계를 정리해보기로 한다.  

 

•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 (예레미야 18:1-4) 

• 주인과 종의 관계   (로마서 14:7-9) 

• 목자와 양의 관계   (요한복음 10:11-18) 

•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누가복음 15: 11-31) 

• 친구와 친구의 관계  (히브리서 4:14-16) 

•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  (요한일서 4:7-12) 

 

성경은 이렇게 여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묘사했다. 그리고 이런 관계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넷째, 성경속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의 증거가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주요인물들은 하나님과의 

실질적인 관계를 너무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은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다. 

 

다섯째,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신데 우리는 그의 역사하심을 그저 감정에 치우침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말씀을 비춰볼 때 알 수있다.  

 

 신앙생활을 추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마음에서 그리는 어떤 막연한 능력자를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이와 

같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관계로 부터 

형성되는것 임으로 분명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