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가을학기  2018 

바울의 생애와 부르심                                                                                                         드보라 포               9/13/2018 

     

제 1 일: 사도행전 6:8 – 15 과  7:44 – 8:2 절을 읽으십시오: 사울에 대하여: 

1.  스데반이 무엇 때문에 대제사장과 산헤드린 앞에서 재판을 받았습니까?  

        

2.  사도행전 7:51 - 53 절에서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비난했습니까? 

  
 

3.  왜 스데반이 비난의 선동에 불을 붙히게 되었습니까? (참고: 마 23:29  - 33; 행 7:54) 

  
 

   4.  사도바울의 지상의 자격을 갈라디아서 1:13 – 15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4 - 6 절과  

         사도행전   22:2 - 5 절을 읽고 사울/ 바울에 대하여 배운 것을 모두 나열하십시오. 

  
 

제 2 일: 사도행전 9:1 - 22 절을 읽으십시오. 사울의 전환, 훈련 그리고 부르심 

1.  9 장 1 절과 2 절에서 스데반이 죽은 후에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참고: 행 8:3) 

  
 

2.  다메섹 으로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에 사울의 질문에 “나는 (I AM)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이 왜 믿는 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참고: 요 1:1; 5:18) 

  
 

 3.  9 장 9 절과 18 - 22 절의 의하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에 사울은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4.  7 절을 보면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22:6, 절과 26:13 절에서 사울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왜 사울과 동행하던 사람들은 서로 다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   9 절과 11 절 하반절을 통해 사울이 보지 못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까? 

  

제 3 일: 사도행전 9:10 - 31 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다시 보게 되었고 새로운 사역이 시작되었음. 

 1.  10 – 19 구절에서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아나니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나니아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가)  아나니아의 처음 반응은 어떠했으며 예수님께서 역으로 대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2.  17 – 19 구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마침내 아나니아는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이 사울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3.  갈라디아서 1:16 - 18 절에 의하면 바울이 삼년 동안 아라비아로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삼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울을 직접 지도하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께로 직접 

지도 받은 것이 왜 중요합니까? 

4.  사도행전 9:26 절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바울을 무서워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6 - 27 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나바가 어떻게 바울을 도왔습니까? 

  
 

5.  사도행전 9:31 절에서 왜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였습니까?  

  
 

제 4 일: 바울의 특성 

1.  갈라디아서 1:15 상반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머니의 태로 부터 택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번주 공부한 것을 관찰해 볼 때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성은 무엇입니까?  (참고: 빌 3:4 – 6; 행 9:15, 16; 22: 2 – 5, 18 – 21) 

  
 

2.  아래 구절들에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어떤 자격이 있다고 표현 했습니까? 

         로마서 1:1   

         고린도후서 4:5   

         갈라디아서 1:10  

         빌립보서 4:11 – 13   

         디모데후서 2:24 – 25   

 

제 5 일 :사도행전 9:1 – 31;  22:1 – 8 그리고 26:9 – 19 를 읽으십시오.   변화된 삶 

1.  누가가 기록한 사울의 변화와 바울이 공판에서 말한 것을 토대로 바울의 변화된 새로운 삶의 특성 

3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2.  그리스도인이 된 후, 뒤를 돌아 볼 때 자신은 어떤 특성들이 변화 되었습니까?  이번주에라도 영적으로 

성장한 근거가 있습니까? 

 
 

3.  사도행전 22:8 - 21 절에서 예수님은 바울이 해야 할 일을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주셨습니까? 

  
  

4.  자신이 영적으로 자라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 부분을  성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 할 것인지 

상세히 적으십시오. 

 

 5.  예수님안에서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