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 가을학기 2018 

 

갈라디아서 3:1 – 14: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음                                                             쥬디 김          10/ 04/2018 

공부에 대한 조언 

▪ 갈라디아서 공부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날마다 여섯장을 읽도록 권합니다. 

•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아 보시고 알게하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십시오. 

• 정답을 찾기보다 말씀을 개인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공부하십시오. 

 

제 1 일: 갈라디아서 3:1 - 5 절을 읽으십시오. 

1.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신자들이 생각하도록 3 장을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는  

현재의 성도들도 이 질문들을 스스로 해 봄으로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의 다섯가지 질문들을 

적으십시오.  

  
 

2.  자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 왔습니까?  자신은 어떠한 율법적인 행동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냈습니까?   위에 다섯가지 질문들에 대한 자신의 대답을 적으십시오. 

  

3.  이 질문들의 흐름이 주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  2  일 : 갈라디아서 3:1 – 5 을 읽으십시오. 

1.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사람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울은 어떤   

억양으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2.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회들을 어리석다고 묘사했습니까?  (참고: 눅 24:25;  롬 12: 1- 2) 

  

3.   2 절에서 바울은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다시 그들에게 왜 질문합니까?  3  -  5 절에서 바울은 

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4.  바울은 성령님과 구원이 어떤 관계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믿는자는 언제 성령을 

받습니까? 

  

제 3 일 :  갈라디아서 3: 6  -  9 절을 읽으십시오. 

1.  바울은 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대표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였을까요?   (참고: 롬 4:3 – 12) 

  

2.  창세기 12:1 – 5 을 읽으십시오.  

       가)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나)  3 절 하반절을 적으십시오. 이 구절이 갈라디아서 3:8 절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알수있습니까?  (참고: 요 10:4 하반절;요 14:15) 

  
 



 

4.   갈라디아서 3: 6 – 9 절을 통해 누가 아브라함과 동일한 영적인 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참고: 롬 8:32; 엡 2:6, 7) 

  

5.  깊이가기: 창세기 15 장을 읽으십시오. 

      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나)  언약의 행위는 누가 치루었습니까?   

       

       다)   6 절을 적으십시오  

         

         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제 4 일:   갈라디아서 3:10 - 14 절을 읽으십시오 – 법의 결과 

1.  다음 구약 말씀에 법과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써 보세요. 

         가) 신명기 27:26   

         나)  하박국 2:4   

     다) 레위기 18:5    

 

2.  10 절에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왜 저주를 받습니까?  (참고: 약 2:10) 

  

3.  바울은 거듭해서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 합니다. 왜 이것이 필요 했을까요? 

  

4.   13 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 하셨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저주를 

받은바” 되셨습니까?  (참고: 고후 5:21; 벧전 2:21 – 24) 

  

제 5 일 : 갈라디아서 3:1 - 14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1.  일반적으로 받아 드려지는 규칙들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일부로 만드는 규칙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했던 것과 어떻게 비슷합니까? 

  
 

2.   만약 종교적인 친구가 ‘구원은 값 없이 주는 선물이 아니야. 우리의  몫을 해야해’ 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3.  이번주 공부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을 나누도록 인도하십니까? 

 

4.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당신을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실질적으로 감사를 표현할지 테이블에서 나눠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