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가을학기  2018 

 

갈라디아서 1 장: 믿음으로 정죄함이 없고 자유합니다                                                드보라                    9/20/18 

• 공부에 대한 조언: 말씀의 바른 이해를 위해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며 자신의 삶에 적용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십시오. 

• 맥아더 목사님께서는: 짧은 신약을 공부할 때에는 공부하고 있는 책 전체를 30 일 동안 매일 읽는 것을 

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갈라디아서  전체를 매일 한달 동안 읽으신다면  이번학기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1 일: 갈라디아서 1 장과 사도행전 13 - 14 장을 읽으십시오. 

1.  사도행전 13:13 – 14:23 절 중에서 아래의 일들이 일어난 구절을 적으십시오. 

       가)  담대하게 설교하다 - 

       나)  반대파에 대항하여 담대하게 말하다 - 

       다)  그들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 버리다 - 

       라)  죽기 직전까지 돌에 맞음 - 

        마)  핍박 받음 - 

 

2. 사도행전 14: 19 - 21 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이 위치한 네 도시 이름을 적으십시오. 

  

3. 바울의 설교에 대해 아래의 서로 다른 세 그룹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적으십시오. 

      가) 유대인들 - 

        나) 그리스인들 - 

          다)  군중들 - 

 

4.  사도행전 15:1 에서 유다에서 온 사람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유다에서 온 사람의 가르침이 왜 

문제가 되었습니까?   

 

제 2 일: 갈라디아서 1:1 - 5 절을 읽으십시오. 

1.  ‘사도’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 보십시오.   

 

2.  바울은 1 절에서 왜 부모처럼 말을 했을까요?  

  

3.  바울이 보통 전하는 편지의 패턴을 바꾸어 3 - 5 절에서는 곧바로 복음을 단호하게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패턴을 바꾼데에는 무엇이 초점인 것을 알 수 있나요?   

 

4.  보통,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을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특별히 3 - 5 절에 의해서 대답하십시오.  

 .  

제 3 일: 갈라디아서 1:6 - 9 절을 읽으십시오 

1.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받은 것에 대해 바울이 왜 놀랐습니까 (참고: 행 13:13 

– 14:23)?   다른 복음에 대해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구절을 적으십시오.     



 

2.  바울이 8 절에서 과장법을 사용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3.  로마서 3:19 – 28 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대면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4.  당신의 생각은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 들이기 힘들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4 일: 갈라디아서 1:10 - 24 절을 읽으십시오. 

1.  바울의 첫번째 주장이 자신을 신임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2.  바울이 전한 ________ 이 사람의 ______을 따라 ____   ____이 아니라 이는 바울이 _______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______ 것도 아니요 오직 ______  _______________의 ______로 말미암은 것이라 (11 – 

12 절).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는 것의  중요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3.  바울이 13 - 14 절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 봅니다. 자신이 어떤 적극적인 핍박자였다고 주장합니까? 

바울은 유대교에 대해 열정적이었습니다. 무엇에 근거를 둔 것이었습니까?  바울의 과거 기록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 였다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4. 바울은 17 절에서 자신이 변화된 후에 바로 어디를 갔습니까?  얼마동안 그 곳에 있었습니까?   

 

    그 후 마침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참고 행 9:26 – 30)   

 
 

제 5 일: 갈라디아서 1 장을 읽으십시오. 

1.  사도행전 13:46 - 50 에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영생에 대하여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까?  유대인들의 반응과 이방인들의 반응을 적으십시오. 

  

 

2.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의 행위를 합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3.  이번 주에 공부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 

이번 공부를 통하여 도전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4.  본질적으로 성경공부의 한 부분은 기도입니다.  바울을 변화시키시고 이방인들 나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번 주에 공부한 것들 중에서 도전 받은 것들에 대해 도와 주시길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성장에 방해되는 죄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