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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고보서 개요 
(The Letter of James) 

 

1. 저자: 야고보서는 제목이 말해주듯이 야고보가 적은 것입니다. 야고보는 히브리 말 야곱의 

헬라식 표현인데 실제 헬라말의 발음이 야고보에 가깝습니다. 영어로 옮기면서 James 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야고보 중에 이 편지서를 적을 만한 사람이 세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열두 사도중의 두 사람 (세베대의 아들, 알패오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이복동생 야고보입니다 (마태 13:55).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하였고 

(사도행전 13:2)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는 초대 교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복동생으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사도행전 15:13-21) 적었다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2. 야고보서의 대상,  씌여진 시기, 장소: 야고보서의 대상은 1 장 1 절에 있는 것처럼,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다시 말해 유대인 크리스챤들에게 적은 편지서입니다. 내용 중에 

구약성경 특히 모세오경의 내용이 언급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유대인들이 주된 대상임을 

짐작케 합니다. 야고보는 63 년경에 순교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2:17 을 

보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정황이 보입니다 (약 41-42 년경). 그리고 

예루살렘 종교가 48-49 년 경에 있었는데, 야고보서에는 이 일이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황들을 묶어보면 야고보서는 42-48 년 사이에 적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저자와 시기를 모두 고려하면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적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3. 저술 목적: 야고보서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후에, 사도들은 예루살렘 남아있고, 교회 

신도들은 곳곳으로 흩어지는 시기에 적혔습니다. 이 당시 크리스챤들은 중산층 이하 

출신이 더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교회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어떤 특정한 상황으로 인한 문제보다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핍박을 견디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사람들이, 그 분의 

가르침을 생활에 적용하면서 살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 중에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기억하면 목적이 잘 이해됩니다 (2:17-18, 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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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살펴보아야 할 점들:  

A. 야고보서의 시작은 편지의 인사말처럼 시작하지만 나머지 내용들을 보면, 편지라기 

보다는 크리스챤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적은 지혜서 같은 형식과 내용을 보입니다. 

특히 개인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편지를 마치는 인사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야고보서는 히브리서나 요한일서와 같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혀진 일반 편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B. 야고보서에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같이, 어떤 특정한 교리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같은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 군데 군데 야고보가 적는 말 가운데서 살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1 장 1 절과 2 장 1 절에서 예수님을 ‘주 Lord (Kurios)’ 로 부르는 

부분에서 예수님의 신성이 이미 인정이 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5 장 7 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 그리고 2 장 12 절, 3 장 1 절등에서 심판에 대한 교리들이 

초기 신약교회에서 세워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C. 야고보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볼 부분은 믿음과 행위 사이의 관계입니다. 야고보 

2:24 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면, 사람이 행위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롬 3:28, 갈 2:16) 

상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강조하는 말은 2:14 절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2:14-26 절의 말씀에는 쓸모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진정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D. 야고보서에는 간결한 명령체 단어와 문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는 탓이기도 하지만, 크리스챤으로 살아가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과 행위가 분리되면 안된다는 말씀들 (1 장 

19-27 절), 차별에 대한 경고의 말씀 (2:1-13), 말에 실수가 없어야 한다는 말씀 (3:1-12), 

세상과 구분된 삶의 모습 (4:1-10) 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E.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말한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후자의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일치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애를 써 보아도 항상 부족한 부분이 

있고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한것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