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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일: 갈라디아서 5:26 과 6:1 - 6 절을 읽으십시오: 서로 짐을 지라
1. 1 절에서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란 무슨 뜻입니까? 죄 짓는 그리스도인을 직면할 때
갈라디아서 5:26 절은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가) 바울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한 사람은 누구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까?

2. 요한복음 14:34 - 35 절은 예수님의 법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로 짐을 지는” 것에 어떤 깊은 상관이
있습니까? (참고: 갈 5:14; 롬 12:10- - 13)
3. 갈라디아서 6:3 - 5 절과 고린도후서 10:17 - 18 절에 의하면 자신을 진실되게 살핀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하여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나요?

4. 그리스도인의 죄를 직면할 때 마태복음 7:1 - 5 절에서는 어떤 지시가 있나요? 마태복음 18:15 - 18 에서
죄를 범한 형제를 다룰때 몇단계를 거치나요? 이 징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힌트: 마 18:12 – 14)

제 2 일: 갈라디아서 6: 6 - 10 절을 읽으십시오: 선을 행하라
1.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각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2. 6 - 10 절에서 그리스도인이 믿음 위게 굳게 서고 인내해야 하는 격려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믿음위에
굳게 서도록 격려 받은 구절을 적으십시오.

가) 선한 일을 하는도중 피곤해져서 육적으로 반응한 적이 있었습니까?
3. 10 절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선한 일을 해야합니까? 당신이 이번 주에 선한 일을해야 할 성도 한분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도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어보십시오.

제 3 일: 갈라디아서 6:11 - 16 절을 읽으십시오: 십자가의 영광
1. 11 절에서 왜 바울이 이 편지는 자신이 썼다는 것을 밝힙니까?
2. 12 절에 의하면 어떤 동기로 유대주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권했습니까?
이런 종교적 행위에 집착하는 유대주의 자들을 어떻게 특징 지으시겠습니까?
3. 14 - 16 절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4. 16 절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누구입니까?
5. 다음 구절들에서 믿는 자들에게 용기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14:
예레미아 9:24:
제 4 일: 갈라디아서 6:17 – 18: 바울의 간절함
1. 바울이 17 절에서 말한 “예수의 흔적”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2.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예수님의 흔적’ 이 자신의 생활에서 나타나야합니까?
자신이 늘 행하는 ‘죄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이 ‘죄의 흔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3. 자신은 사람이 두려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타협한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이제 어느 면에서
새롭게 도전을 받았는지 적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말씀에 따라 굳게 설 것인지 적으십시오.

4. 바울이 이 편지, 갈라디아서 앞과 뒤에 사용한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왜 중요한가요?

5.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한 축도와 이 편지 전체 내용을 어떻게 연관 짓겠습니까?

제 5 일: 갈라디아서 5:26 – 6:18 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1. 갈라디아서 6 장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격려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2. 갈라디아서 6 장을 공부하면서 성령으로 심는 것에 대해 도전을 받았거나 죄를 깨닫게 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죄를 깨닫도록 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가) 도전 받지 못했거나 죄를 깨닫지 못하신 분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육으로 심는지 테이블 리더와

교제하시길 권합니다 (갈 6:7 – 8). 그리고 죄를 깨닫게 해 주시길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3. 이번주에 갈라디아서를 공부 하면서 주님께서 새로이 깨닫게 해 주신 것에 대해 어떤 행동으로 반응
할 것인지 적어보십시오.

4. 주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