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가을학기  2018 

갈라디아서 2 장 __복음을 방어함______                                                                             서 화영         09/27/2018 

공부에 대한 조언: 갈라디아서 공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날마다 여섯장을 읽도록 권합니다. 

 

• 갈라디아서 1:18 에서 바울은 그의 첫번째 예루살렘 방문동안 게바/베드로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아고보를 만났습니다. 이방인 교회들로 부터 받은 흉년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잠시 두번째로 방문 했지만 (행 11:21 – 30; 12:24 – 25) 이 방문이 바울의 

사도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바울은 이 방문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 갈라디아서 2:1 을 보면, 사도행전 15 장에도 언급 되었지만 바울의 첫 예루살렘 방문 14 년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것은 우리가 아는바와 같이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함입니다. 

이 방문의 특별한 의제는 교회적인 문제인 믿는자에게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냐 였습니다. 

 

제 1 일: 갈라디아서 2 장 1 - 10 절을 읽으십시오. 

1.  2 절에서 바울과 ‘유명한자들’의 사사로운 만남을 언급합니다. 이 ‘유명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답을 제시한 절을 명시하십시오. 

      

2.  헬라인 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었으나 할례 받는 것을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의 중요성은 

      무엇인가요?   

      

3.  바울이 그의 사도직에 반대하는 무리를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은 무엇입니까? 

  

4.    4 절에서 그리스도안에서 믿는 자들이 가지는 자유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또한  4 절 끝에 있는 

       ‘종’ 이란 무슨 뜻입니까?    

        

5.  바울의 복음이 ‘유명하다는 이들’ 에 의해 검증 되었을 때 어떤 사실이 인정 되었습니까? 

  

제 2 일: 갈라디아서 2 장 11 - 14 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다. 

1.  게바/베드로가 무엇을 했기에 바울이 그를 책망하게 되었나요? 

  

2.  사도행전 10:9 – 16, 34, 35, 11:1 – 10, 17,18 절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의 행동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알았나요?  

  

3.  베드로의 행동은 교회안에서 걸림돌이 되어졌나요? 그렇다면 어떤 절에 있는지 명시하십시오. 

  

4.  베드로가 자신을 이방인 신자들로 부터 떠나 물러감으로 인하여 어떤 행위에 대한 정당화를 무언으로 

인정한건가요?   

  

제 3 일: 갈라디아서 2 장 15 - 21 절을 읽으십시오:믿음으로 의롭게 됨 1 

 1.  로마서 3:20 절에서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16 절에서 율법의 행위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 

합니까?    

  
 



2.  ‘그리스도를 믿음’이란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3.  마가복음 7:18 - 23 절을 읽고 답하세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4.   사람을 더럽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성경말씀에 의거하여 답 하십시오.  

     자신의 표현으로 ‘의롭게 됨’ 이란 단어의 정의를 내려 보세요. 

  
 
 

제 4 일: 갈라디아서 2 장 15 - 21 절을 읽으십시오: 말씀으로 의롭게 됨 2 

1. 18 절에서 바울은 그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가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2.  로마서 7:1 – 6 절에서 언제 율법이 사람에게 지배권을 가지게 됩니까?  자신의 표현으로 4 절의  

      의미를 설명해 보세요. 

  

       가)   6 절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습니까? 

  

3.  로마서 6:5 – 6 절이 갈라디아서 2:20 절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4.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제 5 일: 갈라디아서 2 장 복습:  

1.  바울의 시대와 같이 오늘날에도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한부분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된 규례와 관습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2.  그리스도를 영접한 시간이나 날짜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그리스도인 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많지만  

     그들의 삶에서 어떠한 구원의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이 그 사람의 삶을 변화 시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갈라디아서 2 장에서 배운 것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3.  구원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켰다면 어떻게 변화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세주라면 

현재의 삶에서 어떠한 구원의 열매가 증거되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4.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이번주에 어떻게 도전을 받았습니까? 

 
 

5.   갈라디아서 2 장의 그리스도를 공부한 결과로 어떠한 특별한 점에서 당신이 변화 될 것입니까? 

 

6.   갈라디아서 2 장을 공부하면서 무엇이 당신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감사 드리게 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