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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and Galatians1:1-5 
 

                                                                                                                                                    Lesson 1 

 
제제제제 1일일일일: 소개 
FIRST DAY:  Introduction  
 

1. 당신은 크리스챤으로서 좌절감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기쁨보다는 
의무로, 축복보다는 짐으로, 혹은 교제보다는 규칙으로  생각된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었던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들 안 
으로 들어와 믿는자들에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납득시켰습니다. 이 선생들 
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은 이 주장으로 인해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충분함과, 우월함을 설명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증거에 대한 단순한 믿음은 율법이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해할 것입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쓴 이 서신은 복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함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 행함은 기쁨과 축복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1-5 절을 
읽으시고 다음의 구절들로부터 당신에게 교훈하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Have you ever felt 
defeated as a Christian? Has your association with Jesus ever seemed like a duty rather than a 
delight, a burden rather than a blessing, or rules rather than relationship? Then you understand 
what the Galatians were experiencing. False teachers had come into the churches in Galatia and 
convinced the believers that walking with Jesus was not enough. These teachers insisted that the 
Galatians adhere strictly to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Mosaic Law. The Galatians’ faith was 
teetering under this tyranny. Paul wrote to them explaining the power, sufficiency, and 
superiority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Simple faith in the testimony of Jesus would do for the 
Galatians what the law never could. This epistle written to the Galatians will establish our faith 
firmly in the Gospel. It will teach us how to walk in the Spirit, and that walk will become 
delightful, blessed, and fruitful. Read Galatians 1:1–5 and record something from these verses 
that ministers to you: 

 

a. 갈라디아서 1:1절 Galatians 1:1 
 

b. 갈라디아서 1:2-3절 Galatians 1:2–3 
 

c. 갈라디아서 1:4-5절 Galatians 1:4–5 
 
 
2. 성령안에서 행하는 여인이 되는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보여주실 영광스러운 
진리를 이해하고, 받고, 믿고, 적용하도록 당신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As we begin this study on being a woman who walks in the Spirit, ask 
the Lord to prepare your heart to comprehend, receive, believe, and apply the glorious truths He 
will show you. Write your prayer here.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와와와와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로부터그리스도로부터그리스도로부터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은혜와은혜와은혜와 평강이평강이평강이평강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 

Grace to you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our Lord Jesus Christ. 
갈라디아서 Galatians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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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갈라디아서의 배경 
SECOND DAY:  Background of Galatians 
 

1. 갈라디아의갈라디아의갈라디아의갈라디아의 문제들문제들문제들문제들: 유대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확실성을 의심하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개종자들에게 모세의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갈라디 

아의 믿는 자들은 율법의 무거운 규칙들로 인해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에 

대해 권위를 내세워 교회들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문제들이 은혜의 복음에 보다는 

율법에 초점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하 

게 믿는 것이 아닌 그들의 육신(그들의 행함)으로 헛되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비극적 

이였습니다 - 기쁨이 없고, 자유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리고 열매가 없었습니다!  
Problems in Galatia: Men known as Judaizers had visited the churches in Galatia. They 
questioned the authenticity of Paul’s apostleship and told the people that faith in Jesus was not 
enough. They laid the heavy burden of Mosaic Law upon the converts. The believers in Galatia 
began to wither under the heavy regulations of the law. The Judaizers assumed authority over 
them and tried to dominate the churches. All sorts of issues arose from focusing on the law 
instead of the gospel of grace. The believers tried in vain to please God in their flesh (their 
works), rather than by simple faith in Jesus Christ. The result was catastrophic—no joy, no 
freedom, no love, and no fruit! 

  
a. 당신이 갈라디아 사람들 같이 느꼈던 때를 말해 보십시오.  

Describe a time you felt like the Galatians. 
 
 
 

(1)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was the cause? 

 
 
 
 

2. 서신의서신의서신의서신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신성한 부르심을 받은것과 복음의 우월함에 대해 

갈라디아인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이 서신을 썼습니다. 바울은 이 믿는자들이 성령 안에서 행함 

으로 열매 맺는 경험을 갖기를 바랬습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 바울은 육신의 행함(법규와 규례)과 

성령 안에서 행함의 우월성을 대조하였습니다.   Purpose for writing: Paul wrote this epistle to 
the Galatians to assure them of both his divine call by Jesus Christ and the superiority of the 
Gospel. Paul desired these believers to have a fruitful experience by walking in the Spirit. 
Throughout this letter Paul contrasts the walk of the flesh (by rules and regulations) with the 
superiority of walking in the Spirit. 

 

a. 로마서 8:1-3절을 사용하여 왜 성령 안에서의 행함이 율법보다 우월한지 설명하십시오.  
Use Romans 8:1–3 to explain why a walk in the Spirit is superior to the law. 

 
 
 
 
 

b. 왜 당신은 성령 안에서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Why do you desire to walk in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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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갈라디아서 1:1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Galatians 1:1 
 

1. 갈라디아서의 첫 구절은 우리에게 저자를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1a절에서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호칭을 주었습니까?   The opening verse of Galatians introduces us to the author. What title 
does Paul give himself in Galatians 1:1a? 

 

a. 헬라어로 이 호칭은 보냄을보냄을보냄을보냄을 받은받은받은받은 자자자자 라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13:2-5절을 사용하여 어떻게 

바울(사울)이 보냄을보냄을보냄을보냄을 받았는지받았는지받았는지받았는지 설명합십시오.   In Greek, this title means one sent forth. Use 
Acts 13:2–5 to comment on how Paul (Saul) was sent forth. 

 
  
 

b. 바울의 권위는 그의 호칭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그의 사도권의 근원으로부터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1:1절을 사용하여 그의 권위 이면에 있는 능력을 말하십시오. Paul’s authority was 
not from his title, but from the source of his apostleship. Use Galatians 1:1 to describe the 
power behind his authority. 

 
 

c. 다음 성경 구절들을 읽으시고 바울에 관해 찾으신 중요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Read the following Scriptures and record what you find significant about Paul: 

 

(1) 로마서 Romans 1:1 
 

(2) 디도서 Titus 1:1 
 

(a)  자신에 대한 설명이 바울에 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 these self-descriptions denote about Paul? 

 
 

(b) 바울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How is Paul an example to you? 
 

 

2. 갈라디아서 1:1a절에 따르면, 바울의 사도권은            로부터도로부터도로부터도로부터도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에에에에 의해서도의해서도의해서도의해서도 

아니었아니었아니었아니었습니다.  According to Galatians 1:1b, the apostleship of Paul was not from ________ nor 
through ________. 

 

a. 바울이 이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it was necessary for him to clarify this? 

 
 

3. 대조하여, 바울은 그의 사도권이 누구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왔다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1c절  
In contrast, who did Paul say his apostleship came through?  Galatians 1:1c 

 
 

a. 바울의 사도권의 근원을 아는 것이 이 서신을 공부하는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Knowing the source of Paul’s apostleship, why is this epistle so important to study? 

 
 

4. 당신은 하나님을 당신의 권위로 어떻게 만드실수 있습니까?  
How can you make God your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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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갈라디아서 1:2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Galatians 1:2  
 

1.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서신을 썼을 때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2a절 
Who was with Paul when he wrote to the Galatians?  Galatians 1:2a  

 
a. 이것이 어떻게 이 서신의 권위에 힘을 돋우어 주겠습니까?  

How does this strengthen the authority of this epistle? 
 
2. 갈라디아서 1:2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1:2, to whom did Paul address this letter? 
 
3.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었고, 소아시아의 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지역의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였습니다. 아래의 지도와 성경구절들을 사용하여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경험한 것들을  말하십시오:      Galatia was not a city, but a region in Asia Minor. Paul 
visited several cities in this region on    his missionary journeys. Use the map and Scriptures 
below to comment on Paul’s experiences in Galatia:  

 

 
 

 
 
 
 
 
 
 
 
 
 
 
 
 
 
 
 
 

a. 사도행전 Acts 13:14–15, 48–52 
 
 

b. 사도행전 Acts 14:1–7 
 
 

c. 사도행전 Acts 16:1–6 
 
 

d. 사도행전 Acts 18:23 
 

4.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경험한 것들을 알고있는 것이 이 책을 공부하는데 왜 중요하겠습니까?  
Why might Paul’s experiences in Galatia be important to keep in mind as you study this book? 

 

5. 왜 바울이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야 할 필요를 느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aul felt a need to write to these churches? 

�Iconiu
m  

Antioch�  
Lystra�  

 Derbe�  

 
�Tar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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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갈라디아서 1:3-5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Galatians 1:3–5 
 

1. 어떤 두가지 축복과 함께 바울은 갈라디아의 믿는 자들에게 인사를 했습니까?  
With what two blessings did Paul greet the Galatian believers?  Galatians 1:3a 

 

a. 갈라디아서 1:3b절에의하면, 누구로부터부터부터부터 이 축복들이 왔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1:3b, from whom do these blessings come? 

 

(1) 고린도후서 9:8절과 히브리서 12:28b절을 사용하여 은혜은혜은혜은혜에 대한 뜻을 밝히십시오.  
Use 2 Corinthians 9:8 and Hebrews 12:28b to help you define grace. 

 
 

(2) 요한복음 14:27절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은혜은혜은혜에 관하여 배운 것을 말하십시오.  
Remark on what you learn about God’s peace from John 14:27. 

 
 

b. 이 인사가 어떻게 당신에게 가르침을 줍니까? How does this greeting minister to you? 
 
 

c. 다음 아래의 두가지로 인해 축복을 받으셨던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 have been blessed by: 

 

(1) 하나님의 은혜은혜은혜은혜 God’s grace 
 

(2) 하나님의 평강평강평강평강 God’s peace 
 
 

2. 갈라디아서 1:4a절로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From Galatians 1:4a what did Jesus do? 

 

a. 이 진리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을 표현하여 보십시오. Express what this truth means to you. 
 

3.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4b절Why did Jesus do this?  Galatians 1:4b 
 

a. 이 지식이 당신의 관점에 어떻게 영향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15-16절을 보십시오. 
How should this knowledge affect your perspective? See Philippians 2:15–16. 

 
 

4. 누구의 뜻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1:4c절 
According to Whose will did Jesus do all this?  Galatians 1:4c   

 

a. 이것이 하나님의 뜻뜻뜻뜻에 관하여 무엇을 전해줍니까? 
What does this convey about the will of God? 
 

5. 바울의 마지막 인사말을 쓰십시오. 갈라디아서 1:5절 
Write the closing words of Paul’s greeting.  Galatians 1:5 

 
 

a.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분께 영광영광영광영광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Considering what God has done for you, how do you desire to bring Him gl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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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 
SIXTH DAY:  Review 
 

1. 이번 주 공부로부터, 다음아래에 관하여 당신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나누십시오:  
From this week’s lesson, share what stands out to you the most concerning: 

 

a. 갈라디아의 문제들 
The Problems in Galatia 

 
 
 
 
 
 

b. 바울의 권위 
The Authority of Paul 

 
 
 
 
 
 

c. 갈라디아 교회들 
The churches in Galatia 

 
 
 
 
 
 

d. 갈라디아 믿는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God’s heart toward the Galatian believers 

 
 
 
 
 
 
 

그분께그분께그분께그분께 영광이영광이영광이영광이 영원영원영원영원 무궁토록무궁토록무궁토록무궁토록 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있을지어다. 아멘아멘아멘아멘. 

To whom b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갈라디아서 Galatians 1:5 



Walk in the SpiritWalk in the SpiritWalk in the SpiritWalk in the Spirit    
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Galatians 1:6–24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1:6-24절절절절 

                                                                                                                                          
Lesson 2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공부로부터 어떤 생각이나 구절, 혹은 절이 당신에게 교훈이 되었습니까?  
What thought, phrase, or verse from last week’s study ministered to you? 

 
 
2. 간증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 
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 자신 안에 하나님께서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자신의 
간증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의 간증을 통해 당신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이 가진 권위를 상기하므로 당신에게 영감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공부할 다음 
성경구절에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Testimonies are powerful witnesses to the authority of Jesus 
Christ in our lives. Paul used his own testimony and the dramatic transformations God wrought 
in him to underscore his divine authority. Let Paul’s testimony inspire you to recall God’s work 
in your own life and the authority you have in Christ. Write a title for the following Scriptures 
we will be studying: 

 

a. 갈라디아서 Galatians 1:6–10 
 

 

b. 갈라디아서 Galatians 1:11–14 
 

 

c. 갈라디아서 Galatians 1:15–17 
 

 

d. 갈라디아서 Galatians 1:18–24 
 
 
 

3. 이 공부로 들어가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Before you begin digging in to this study, write a prayer asking the Lord to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나의나의나의나의 어머니의어머니의어머니의어머니의 태로부터태로부터태로부터태로부터 나를나를나를나를 선별하시고선별하시고선별하시고선별하시고 그의그의그의그의 은혜로은혜로은혜로은혜로 나를나를나를나를 부르신부르신부르신부르신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내내내내 안에안에안에안에 그의그의그의그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계시하시기를계시하시기를계시하시기를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기뻐하셨을기뻐하셨을기뻐하셨을 때에때에때에때에  

When it pleased God, who separated me from my mother’s womb  
and called me through His grace to reveal His Son in me. 

갈라디아서 Galatians 1:15–1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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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갈라디아서 1:6-10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Galatians 1:6–10 
 

1. 바울은 왜 이상히이상히이상히이상히 여겼습니까? 갈라디아서 1:6b절  Why did Paul marvel?  Galatians 1:6a 
 

a. 그들이 그렇게그렇게그렇게그렇게 빨리빨리빨리빨리 떠난 사실을 말하십시오. 시편 106:12-13절을 또한 보십시오. 
Remark on the fact that they did this so soon. See also Psalm 106:12–13. 

 
 

b.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고따르고따르고따르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6b-7a절  
What were the Galatians turning to?  Galatians 1:6b–7a 

 
(1) 고린도전서 15:1-4절을 읽으시고 참 복음복음복음복음을 요약하십시오. 

Read 1 Corinthians 15:1–4 and summarize the true gospel. 
 

 
(2) 왜 그들이 다른다른다른다른 복음복음복음복음을 따르도록 유혹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ey were tempted to receive a different gospel? 
 
2. 어떤어떤어떤어떤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7b절 

What were some doing?  Galatians 1:7b 
 

a. 변개시키변개시키변개시키변개시키다다다다라는 말은 또한 왜곡하다왜곡하다왜곡하다왜곡하다 혹은 배신하다배신하다배신하다배신하다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위험합 
니까? The word pervert can also be translated distort or turn around. Why is this a danger? 

 
(1) 이 위험에 빠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7:11절과 고린도후서 11:3-4 

절을 보십시오. How can you avoid falling prey to this danger? See Acts 17:11 and 2 
Corinthians 11:3–4. 

 
 
3. 갈라디아서 1:8절에 의하면, 바울은 누가 저주저주저주저주를 받으리라고 선언했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1:8, who did Paul pronounce accursed? 
 

a. 이것은 복음에 대한 어떤 변질에 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계시록 22:18-19절을 보십시오. 
What does this express concerning any alteration to the Gospel? See Revelation 22:18–19. 

 
 
4. 바울은 갈라디아서 1:9절에 그의 경고를 되풀이하였습니다. 왜 바울이 그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Paul reiterated his warning in Galatians 1:9. Why do you think he did this? 
 
5. 갈라디아서 1:10a절에서 바울이 제기한 질문들을 당신 자신의 말을 사용하여 쓰십시오. 

Use your own words to write the questions Paul posed in Galatians 1:10a. 
 

a. 바울이 아직도아직도아직도아직도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기쁘게기쁘게기쁘게기쁘게 하려고하려고하려고하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 
서 1:10b절    What did Paul say would happen if he still pleased men?  Galatians 1:10b 

 
(1) 이 대조가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누가복음 16:13절과 야고보서 4:4절을 보십시오. 

How does this distinction speak to you? See Luke 16:13 and James 4:4.   
 
 

(2) 참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종종종종은 어떤 속성들이 뚜렷해야 합니까?  
What qualities should be evident in a true bondservant of Christ? 

 
(a)  당신 안에 이 속성들이 일하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Write a prayer here asking God to work these qualities i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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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갈라디아서 1:11-1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Galatians 1:11–14 
 

1. 갈라디아서 1:11절에 의하면, 바울은 갈라디아의 믿는자들에게 무엇을 알게알게알게알게 하기를하기를하기를하기를 바랬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1:11, what did Paul desire to make known to the Galatian believers? 

 
 
 

2. 갈라디아서 1:12절을 사용하여 바울이 전파한 복음복음복음복음의 기원을 열거하십시오. 
Use Galatians 1:12 to cite the origin of the gospel that Paul preached. 

 
 
 

a. 로마서 1:16-17절에 의하면, 복음복음복음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According to Romans 1:16–17, why is the gospel so important? 

 
 
 
 

3. 갈라디아서 1:13-14절로부터 바울의 유대교에서의유대교에서의유대교에서의유대교에서의 이전이전이전이전 행실행실행실행실을 요약하십시오. 
From Galatians 1:13–14 summarize Paul’s former conduct in Judaism. 

 
 
 

a. 다음 성경구절을 사용하여 바울의 열심을 설명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describe Paul’s zeal: 
 
(1) 사도행전 Acts 8:3 
 
 

(2) 사도행전 Acts 9:1–2 
 

 
 

(3) 빌립보서 Philippians 3:5–6 
 

 
 

b. 이 간증으로부터 바울에 대한 당신의 인상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impression of Paul from this testimony? 

 
 

 

c. 바울의 삶에서의 신성한 변화가 그가 받은 복음복음복음복음에 관하여 무엇을 확인합니까? 
What do the divine transformations in Paul’s life affirm about the gospel he received? 

 
 
 

4. 복음복음복음복음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면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the gospel has transformed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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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갈라디아서 1:15-17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Galatians 1:15–17  
 

1. 갈라디아서 1:15절에 따르면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뻐하신 두가지 일을 적으십시오: 
List two things that it pleased God to do for Paul according to Galatians 1:15: 

 
a.   
 
b. 

 
 

(1) 이 두가지 일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What influence have these two things had on your life? 

 
 
 

2. 갈라디아서 1:16b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나타내나타내나타내나타내셨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1:16a, what did God reveal in Paul? 

 
 

a. 바울은 이 계시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16a절 
What was Paul to do with this revelation?  Galatians 1:16b 

 
 

b. 주님이 바울 안에 계셨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나타내셨습니다! 다음 성경구절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해 보십시오: Christ has been revealed in you even as 
He was in Paul! Use the following Scriptures to comment on Christ in you:   

 

(1) 로마서 Romans 8:10–11 
 

 
 
 

(2)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3:16 
 

 

(3) 골로새서 Colossians 1:27 
 

 

(4) 요한일서 1 John 4:4 
 
 
 

c. 바울이 이 계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 말해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16c-7절  
Comment on how Paul responded to this revelation.  Galatians 1:16c–17 

 
 
 

3. 당신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계시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hat is your response to the glorious revelation of Christ i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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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갈라디아서 1:18-24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Galatians 1:18–24 
 

1. 갈라디아서 1:18-24절의 바울의 간증으로부터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From Paul’s testimony in Galatians 1:18–24,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삼년후삼년후삼년후삼년후에 바울은 무엇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18절 
What did Paul do after three years?  Galatians 1:18 

 

(1) 하나님께서 삼년삼년삼년삼년 동안 바울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God was working in Paul during those three years?  

 

(2)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How has God used times of waiting in your life? 

 

b. 바울은 누구를 보았습보았습보았습보았습니까? 갈라디아서 1:18-19절 
Who did Paul see?  Galatians 1:18–19 

 
 

c. 바울은 그가 쓴 것것것것들들들들에에에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무엇을 확인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20절 
What did Paul affirm concerning the things he wrote?  Galatians 1:20 

 
 

d. 바울은 그후그후그후그후에 무엇을 했습니까?갈라디아서 1:21절 
What did Paul do afterward?  Galatians 1:21 

 
 

e. 비록 그는 얼굴이얼굴이얼굴이얼굴이 알려지지알려지지알려지지알려지지 않았지만않았지만않았지만않았지만, 사람들은 바울에 관해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갈라 

디아서 1:23 절 Although he was unknown by face, what were people saying about Paul?  
Galatians 1:23 

 

(1) 믿는자들은 이 소식들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갈라디아서 1:24절 
How did the believers respond to this news?  Galatians 1:24 

 
 

(2) 바울의 간증에 관하여 무엇이 그렇게 주목할만 합니까?  
What was so remarkable about Paul’s testimony? 

 
 

(3) 이것이 개인의 간증에 대한 능력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What does this communicate to you about the power of a personal testimony? 

 
 

2. 다른 사람의 삶에 주님이 일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it important to glorify God for what He has done in another person’s life? 

 
 
 

a. 잠시 시간을 내어 당신이 아는 누군가의 삶에서 주님이 일하셨거나 혹은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십시오.Take a moment to glorify God for the way He has worked or 
is working in the life of someone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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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복습 
SIXTH DAY:  Review 
 

1. 갈라디아서 1장으로부터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여 바울의 사역을 말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verses from Galatians 1 to comment on Paul’s ministry: 

 

a. 1절 
verse 1 

 
 
 
 

b. 10-12a절 
verses 10–12a 

 
 
 
  

c. 16b절 
verse 16b 

 
 
 
 

d. 24절 
verse 24 

 
 
 
 

2.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것에 관하여 이 성경말씀들이 당신에게 어떤 면으로 교훈을 줍니까?  
In what way do these Scriptures minister to you about pleasing God? 

 
 
 
 
 
 

복음은복음은복음은복음은…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계시를계시를계시를계시를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된된된된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The gospel … came through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갈라디아서 Galatians 1:11–12 



 
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Galatians 2:1–21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2:1-21 

Lesson 3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강의나 공부의 어떤 부분이 오늘도 당신에게 남아있습니까?  
What part of last week’s lesson or study lingers with you today? 

 
 
2. 한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녀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요 
아니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에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를 믿음으로 구원 받음을 증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만난 것을 상기했습니다. 그 
때에 그는 거짓 선생들이 그가 사도 자격이 없다는 것과 또 다른 복음을 가르쳤다는 두 가지 주장을 
논박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 장에서 바울과 사도들과의 만남에 관해 읽으십시오. 다음의 각 
구분들에 있는 주요 사건이나 요점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쓰십시오:    How can a woman be 
right with God? Must she observe the Mosaic Law or can she simply put her faith in Jesus 
Christ? In Galatians 2 Paul recalled his meeting with the apostles in Jerusalem in order to prove 
the validity of salvation by faith in Jesus Christ alone. In so doing, he disproved the two 
assertions of the false teachers—that he lacked apostolic authority, and taught a different gospel. 
Read Paul’s account of his meeting with the apostles in Jerusalem in Galatians 2. Write one 
sentence to summarize the main event or point in each of the following divisions: 

 

a. 갈라디아서 Galatians 2:1–5 
 
 

b. 갈라디아서 Galatians 2:6–10 
 

 

c. 갈라디아서 Galatians 2:11–16 
 

 

d. 갈라디아서 Galatians 2:17–21 
 
 
3. 기도가 성경공부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관하여 기도 
하는 시간을 갖으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기도를 쓰십시오. 
Knowing that prayer is a vital part of Bible study, take a moment to pray about your study in 
God’s Word. Ask Him to speak to your heart. Write your prayer here. 

 
 
 

복음의복음의복음의복음의 진리가진리가진리가진리가 너희와너희와너희와너희와 함께함께함께함께 지속되게지속되게지속되게지속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That the truth of the Gospel might continue with you. 
갈라디아서 Galatians 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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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갈라디아서 2:1-5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Galatians 2:1–5 
 
1. 바울이 구원을 받고 나서예루살렘에예루살렘에예루살렘에예루살렘에 다시다시다시다시 올라올라올라올라가기가기가기가기전 사이에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갈라디아서 2:1a 절 After Paul’s salvation, how much time passed before he went up again to 
Jerusalem?  Galatians 2:1a 

 
a.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갈라디아서 2:1b절 

Who did Paul take with him?  Galatians 2:1b 
 
2. 바울은 무엇을 따라 예루살렘에 갔습니까? 갈라디아서 2:2a절 

By what means did Paul go to Jerusalem?  Galatians 2:2a 
 

a. 이것을 갈라디아서 1:12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Galatians 1:12. What do you see? 

 
3.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시했습제시했습제시했습제시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2b절   

What was communicated by Paul to those in Jerusalem?  Galatians 2:2b 
 

a.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가 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이방인들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서 전파한 복음복음복음복음이 그들이 
전파한 것과 같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했다고 생각하십니까?  

 Paul desired to clarify to the church leaders in Jerusalem that the gospel he preached among 
the Gentiles was the same one they preached. Why do you think this was important? 

 
4. 갈라디아서 2:3절로부터 디도의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itus’ situation from Galatians 2:3. 
 

a.  갈라디아서 2:4절에 의하면, 왜 할례가 문제가 되었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2:4, why was circumcision an issue? 

 
(1) 거짓거짓거짓거짓 형제들형제들형제들형제들과의 충돌은 사도행전 15:1-5절에 더 충분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구절 

을 읽으시고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The conflict with false brethren is described 
more fully in Acts 15:1–5. Read this passage and share your thoughts.  

 
 
5. 이 압력에 대한 바울과 디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5a절 

What was Paul and Titus’ response to this pressure?  Galatians 2:5a 

 
a. 바울과 디도가 왜 이런 방법으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5b절 

Why were they compelled to respond this way?  Galatians 2:5b 
 

(1) 이것을 고린도전서 9:23절과 빌립보서 1:12절을 관련지어 보시고 바울의 동기에 대해 말 
해보십시오. Link this with 1 Corinthians 9:23 and Philippians 1:12. Comment on Paul’s 
motivation.  

 
 

(2) 오늘 우리는복음복음복음복음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압력들이나 거짓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What kind of pressures and lies do we deal with for the sake of the gospel today? 
 

6.  바울의 거짓형제들거짓형제들거짓형제들거짓형제들에 대한 폭로로 결국 사도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5:6-11 절을 
읽으시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 더 설명하십시오.      Paul’s exposure of the false brethren was    
eventually supported by the apostles. Read Acts 15:6–11 to comment further on their decision. 

 
 
7. 바울이 당신에게 본이 되는 면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Paul is an example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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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갈라디아서 2:6-10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Galatians 2:6–10 
 
1.  바울은 무언가무언가무언가무언가 되는되는되는되는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보보보보이는이는이는이는 사도들에게사도들에게사도들에게사도들에게 말 했을 때, 그는 그들의 지위를 인정하는 말이지 
무례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시각에 관하여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갈라디아서 2:6절 When Paul said that the apostles seemed to be something, he was 
acknowledging their position, not disrespecting them. Yet in spite of their position, what did 
Paul emphasize concerning God’s perspective?  Galatians 2:6 

 
 

a. 왜 이것이 믿는자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까? 야고보서 2:1-9절을 보십시오. 
Why is this an important lesson for believers? See James 2:1–9. 

 
 
 
 

2. 갈라디아서 2:7-8절로부터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From Galatians 2:7–8 compare the ministries of Paul and Peter. 

 
 
 

a. 이것이 사역과 은사들에 관하여 무엇을 전해 줍니까? 로마서 12:4-6a절과 고린도전서 12:4-7절 

을 보십시오.     What does this convey concerning ministry and giftings? See Romans 12:4–6a 
and 1 Corinthians 12:4–7. 

 
 
 

3.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 바울의 사역에 대한 결정을 요약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9절  
 Summarize the decision about Paul’s ministry made by the leaders in Jerusalem.  Galatians 2:9 

 
 

4. 사도들에 의해 어떤 요청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2:10절 
What request was made by the apostles?  Galatians 2:10 

 
 

a. 사도행전 11:27-30절을 읽으시고 바울의 반응을 주목하십시오.  
Read Acts 11:27–30 and note Paul’s response. 

 
 
  
 

(1) 바울의 행동들과 요한일서 3:16-18절을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Paul’s actions with 1 John 3:16–18. What do you see? 

 
 
 

 

(2) 하나님께서 당신을 행동과행동과행동과행동과 진리진리진리진리로 사랑하도록 감동을 주셨던 면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God has moved you to love in deed and in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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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갈라디아서 2:11-16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Galatians 2:11–16  
 

1. 갈라디아서 2:11-12절로부터 베드로의 위선에 연루된 사건을 요약하십시오. 
From Galatians 2:11–12 summarize the incident involving Peter’s hypocrisy. 

 
 

a. 베드로가 이 행동을 취한 동기를 적으십시오. 갈라디아서 2:12b절 
Note the motivation for Peter’s actions.  Galatians 2:12b 

 

(1) 이것이 왜 위험합니까?잠언 29:25a절을 또한 보십시오. 
Why was this dangerous? See also Proverbs 29:25a. 

 

(2) 베드로의 행동으로부터 당신은 어떤 경고를 받습니까?  
What warning do you receive from Peter’s behavior? 

 

2. 갈라디아서 2:13절에 의하면, 베드로의 행동들이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2:13, why were Peter’s actions such a serious matter?  

 

a. 이것은 지도자들의 행동들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concerning the actions of those in leadership? 

 

3. 그들은 무엇에 따라따라따라따라 정직하게정직하게정직하게정직하게 하지하지하지하지 않았습니까않았습니까않았습니까않았습니까? 갈라디아서 2:14a절 
What were they not straightforward about?  Galatians 2:14a 

 

a. 이 상황이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Why was this situation so critical? 
 

4. 바울은 베드로와 어떻게 맞섰습니까? 갈라디아서 2:14b절 
How did Paul confront Peter?  Galatians 2:14b 

 

a. 바울이 왜 이런 방법으로 베드로와 맞섰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aul confronted Peter this way? 

 

5. 갈라디아서 2:14c절에서 베드로에 대한 바울의 도전을 쓰십시오.  
Print Paul’s challenge to Peter in Galatians 2:14c. 

 

6. 갈라디아서 2:15-16절로부터 다음에 관한 바울의 지위를 요약하십시오:  
From Galatians 2:15–16 summarize Paul’s position concerning: 

 

a. 율법의율법의율법의율법의 행위행위행위행위 the works of the Law 
 

b.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믿믿믿믿음음음음 faith in Jesus Christ 
 

(1) 이것을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려면하려면하려면하려면 

무엇을무엇을무엇을무엇을 해야해야해야해야 되리이까되리이까되리이까되리이까?(요한복음 6:28-29절)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Jesus’ 
answer to the question, What shall we do that we may work the works of God? (John 6:28–29)  
What do you see? 

 
 

7. 오늘 공부한 것에 비추어 볼때, 왜 믿음믿음믿음믿음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In light of what you studied today, why is faith so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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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갈라디아서 2:17-2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Galatians 2:17–21 
 
1. 갈라디아서 2:17절의 바울의 논쟁을 숙고하시고 H.A.Ironside의 이 구절에 대한 다음의 설명에 
대해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모세는모세는모세는모세는 율법율법율법율법의의의의 중보중보중보중보자였고자였고자였고자였고, 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하나님께서는 그그그그 율법율법율법율법을을을을 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사용하여 죄를죄를죄를죄를 

더욱더욱더욱더욱 죄되죄되죄되죄되게게게게 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그리스도가그리스도가그리스도가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전부전부전부전부입입입입니까니까니까니까? 주님주님주님주님의의의의 영광스러운영광스러운영광스러운영광스러운 본보기본보기본보기본보기가가가가 단지단지단지단지 

나의나의나의나의 죄가죄가죄가죄가 얼마나얼마나얼마나얼마나 깊은지깊은지깊은지깊은지,나의나의나의나의 상태가상태가상태가상태가 얼마나얼마나얼마나얼마나 타락했는지타락했는지타락했는지타락했는지를를를를 나에게나에게나에게나에게 보여주고보여주고보여주고보여주고 나서나서나서나서 내내내내 자신의자신의자신의자신의 

노력들노력들노력들노력들로로로로 자신을자신을자신을자신을 구구구구원원원원하하하하는는는는 것입니까것입니까것입니까것입니까? 절대절대절대절대 그렇지그렇지그렇지그렇지 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 그것은그것은그것은그것은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를를를를 죄의죄의죄의죄의 사역자로사역자로사역자로사역자로  

만들만들만들만들지만지만지만지만,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그리스도는그리스도는그리스도는그리스도는 모든모든모든모든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의의의의의의의의 사역자이십니다사역자이십니다사역자이십니다사역자이십니다. Consider Paul’s argument 
in Galatians 2:17 and comment on the following explanation of this verse by H.A. Ironside:  
Moses was the mediator of the law, and it [the law] was to be used by God to make sin become exceedingly 
sinful. Is that all Christ is for? Is it simply that His glorious example is to show me how deep is my sin, 
how lost my condition, and then am I to save myself by my own efforts? Surely not. That would be but to 
make Christ a minister of sin, but Christ is a minister of righteousness to all who believe. 

 

2. 갈라디아서 2:18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적으십시오.  Record Paul’s statement in Galatians 2:18. 
 

a. 바울의 논쟁은 율법주의,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행함으로 우리 자신의 길을 세워세워세워세워 가려는 무익 
함과 힘든 짐을 염려하였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Paul’s argument concerned the futility and burden of legalism—the attempt to build our own 
way to God by works. How was this happening in the early church? 

 
(1) 오늘날 이것이 아직도 교회에서 어떻게 위험합니까?  

How is this still a danger in the church today? 
 

(2) 이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 can avoid this. 
 
 
3. 갈라디아서 2:19a절에 의하면 바울의 율법율법율법율법과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2:19a, what was Paul’s relationship to the law? 
 

a. 로마서 7:7-11절을 읽고 바울의 율법율법율법율법과의 관계를 설명하십시오.  
Read Romans 7:7–11 to summarize Paul’s relationship to the law. 

 
 
 

b. 갈라디아서 2:19b절로부터 바울이 율법에게율법에게율법에게율법에게 죽은 이유를 쓰십시오. 
From Galatians 2:19b cite the reason Paul died to the law. 

 
 

c. 갈라디아서 2:20a절에 따르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How was this accomplished according to Galatians 2:20a? 

 
 
4. 갈라디아서 2:20절을 사용하여 하나님께는하나님께는하나님께는하나님께는 살고자살고자살고자살고자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는 구절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 
십시오.    Use Galatians 2:20 to describe what it means to live to God. 

 
 

a.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 진리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How have you seen this truth operating in your life? 

 
 
b. 갈라디아서 2:20b절로부터 우리가 믿는믿는믿는믿는 그분을 설명하십시오.  

From Galatians 2:20b describe the One we put our faith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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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갈라디아서 2:21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이 암시하는 것을 알리면서 그의 책망을 끝냈습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In Galatians 2:21 Paul finished his rebuke 
by showing the implications of Peter’s behavior. How did Paul emphasize the danger of 
legalism? 

 

a. 바울이 저버리기저버리기저버리기저버리기를 거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What did Paul refuse to set aside? 
 

b. 하나님의 은혜은혜은혜은혜가 왜 당신에게 중요합니까? 에베소서 2:8-9절 
Why is God’s grace important to you? See also Ephesians 2:8–9. 

 

 

제제제제 6일일일일:복습 
SIXTH DAY:  Review 
 

1. 복음복음복음복음은 바울의 행동들에서 두드러진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2장으로부터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여 말하십시오:         The gospel played a prominent role in Paul’s actions. 
Comment on this using the following verses from Galatians 2: 

 

a. 2절 Verse 2 
 

b. 5절 Verse 5 
  

c. 7절 Verse 7 
 

d. 14절 Verse 14 
 
 

e.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복음복음복음복음의 역할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빌립보서 1:27절을 보십시오. 
What does this suggest to you concerning the role of the gospel in your life? See Philippians 
1:27. 

 
 

2. 갈라디아서 2:14-21절의 바울의 책망이 아래의 있는 것에 대해 왜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aul’s rebuke in Galatians 2:14–21 was beneficial and necessary for: 
 

a. 베드로 Peter 
 

b. 바나바 Barnabas 
 

c. 거짓거짓거짓거짓 형제들형제들형제들형제들 the false brethren 
 

d. 교회 the church 
 

3. 갈라디아서 2:20절에 당신의 이름을 넣어 개인화 하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Personalize Galatians 2:20 by inserting your name. How does this speak to you?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리스도와그리스도와그리스도와그리스도와 함께함께함께함께 십지가에십지가에십지가에십지가에 못박혔못박혔못박혔못박혔나나나나니니니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갈라디아서 Galatians 2:20 



 
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Galatians 3:1–29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3:1-29절절절절 

Lesson 4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강의나 공부의 어떤 부분이 오늘 당신에게 남아있습니까?  

What part of last week’s lesson or study lingers with you today? 
 
2. 당신이 거듭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당신이 법칙이나 규칙들을 따랐습니 
까, 아니면 단순히 기도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믿음에대한 참뜻을 다시 깨닫도록 그들에게 비슷한 질문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리스도 
를 영접했을 때 율법에 관해 아는 것은 아주 적었지만, 그들의 삶은 단순한 믿음으로 인해 급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의 율법적인 교리를 가지고 도시로 들어왔을 때, 갈라디아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속을 캐보는 질문들과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믿음의 
언약이 율법보다 뛰어남을 보여줍니다. 갈라디아서 3장을 읽으시고 믿음의 능력과 참뜻을 주목 
하십시오. 아래의 구분들로부터 믿음에 관해 당신에게 말하는 절이나 구절들을 택하십시오:  
Do you remember when you were born again? How did it happen? Did you follow a list of rules 
and regulations, or did you simply pray to receive Jesus Christ? Paul asked similar questions of 
the Galatians to draw them back to the value of their faith. The Galatians knew very little about 
the law when they accepted Christ, but their lives were radically affected by simple faith. They 
even felt the Spirit of God moving in their midst. However, once the Judaizers came into town 
with their legalistic doctrine, the Galatians faith faltered. Paul used probing questions and Old 
Testament Scriptures to show the superiority of the covenant of faith over the law. Read 
Galatians 3, noting the power and value of faith. From the sections below, choose a phrase or 
verse that speaks to you about faith: 
 
a. 갈라디아서 Galatians 3:1–9 

 
b. 갈라디아서 Galatians 3:10–14 

 
c. 갈라디아서 Galatians 3:15–20 

 
d. 갈라디아서 Galatians 3:21–29 

 
3. 뜻있는 성경공부를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수적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당신의 가장 
깊은 바램과 가장 큰 필요를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기도를 쓰십시오. The work of the Spirit is 
essential for meaningful Bible study. With this in mind, express to the Lord your deepest desire 
and greatest need. Write your prayer here. 

 

 

 

이는이는이는이는 아브라함의아브라함의아브라함의아브라함의 복이복이복이복이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로그리스도로그리스도로그리스도로 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이방인들에게이방인들에게이방인들에게 미치게미치게미치게미치게 함이며함이며함이며함이며, 

또또또또 우리로우리로우리로우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 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약속을약속을약속을약속을 받게받게받게받게 하려는하려는하려는하려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upon the Gentiles in Christ Jesus,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갈라디아서 Galatians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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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갈라디아서 3:1-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Galatians 3:1–9 
 
1.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1a절 

How did Paul describe the condition of the Galatians? Galatians 3:1a 
 

a. 갈라디아 사람들의 어리석음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1c절 
What was the root cause of the Galatians’ folly? Galatians 3:1b 

 
b. 그들에게 분명하게 묘사한 메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1b절 

What was the message clearly portrayed to them? Galatians 3:1c 

 
2. 갈라디아서 3:2절로부터 바울의 질문을 쓰십시오. Write Paul’s question from Galatians 3:2.  

   
a. 누가복음 11:13절을 사용하여 이 질문에 대한 도움을 받으십시오.  

Use Luke 11:13 to help you answer this question. 
 

3. 바울은 갈라디아서 3:3-5절에서 4가지를 더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들을 바꿔 말해보십시오:  
Paul asked four more questions in Galatians 3:3–5.  Paraphrase these questions: 

 a. 
  

b. 
 

(1)  갈라디아 사람들이 행했던 것을 볼 때 어떤 위험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What dangers can you see arising from what the Galatians had done? 

 c. 
  

d. 
 

(1)  당신은 성령성령성령성령을 어떤 방법으로 받았는지 나누십시오.   
Share the manner in which you received the Spirit. 

 
4. 갈라디아서 3:6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What did Paul say about Abraham in Galatians 3:6? 

  
a.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엇을 알아알아알아알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3:7절 

Therefore, what should the Galatians know?  Galatians 3:7 

 
(1) 유대인들은 그들이 혈육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확신을 어떻게 손상시켰습니까? 누가복음 3:8절을 또한 보십시오.  
The Jews relied upon the fact that they were biologically sons of Abraham. How did 
Paul undermine their false confidence?  See also Luke 3:8. 

 
5. 갈라디아서 3:8a절에 의하면 성경은 무엇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3:8a, what did the Scriptures foresee? 
   
 a.  성경은 이것에 대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8b절  

How did the Scriptures point to this? Galatians 3:8b 
 
6. 믿음이믿음이믿음이믿음이 있는있는있는있는 아아아아브라함브라함브라함브라함과과과과 더불어더불어더불어더불어 누가누가누가누가 복을복을복을복을 받받받받습습습습니까? 갈라디아서 3:9절 

Who are the blessed with believing Abraham? Galatians 3:9 
 

a. 바울에 의하면, 모든모든모든모든 민족들이민족들이민족들이민족들이 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오늘 당신은 믿음믿음믿음믿음으로 어떻게 복을복을복을복을 받으받으받으받으셨습니까?    According to Paul, it was 
always God’s plan for all the nations to receive the blessing by faith. With this in mind, how 
are you blessed to be of faith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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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갈라디아서 3:10-14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Galatians 3:10–14 
 

1. 율법의율법의율법의율법의 행위행위행위행위로 의를 구한 자들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10a절 
What was the condition of those who sought righteousness by the works of the law?  Galatians 3:10a 

 
a. 갈라디아서 3:10b절에서 바울이 말한 저주저주저주저주를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curse Paul spoke of in Galatians 3:10b. 
 
2. 갈라디아서 3:11절을 사용하여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Use Galatians 3:11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a. 누가 율법으로율법으로율법으로율법으로 의롭게의롭게의롭게의롭게 됩니까? Who is justified by the law? 
  

(1)  이것을 로마서 3:19-20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Romans 3:19–20. What do you see? 

 
 

b. 누가 의인의인의인의인 입니까? Who are the just? 
 

(1) 이 구절은 하박국 2:4절에서 인용했고 또 신약(로마서 1:17절, 히브리서 10:38절)에서 두번 
더 사용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의인은의인은의인은의인은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 사사사사느니느니느니느니라라라라”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원칙이 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This quotation is 
from Habakkuk 2:4 and is used two more times in the New Testament (Romans 1:17, 
Hebrews 10:38). It can also be translated, The righteous live by their faith. Why do you 
think this principle is so important? 

 
 
3. 갈라디아서 3:12a절에 따르면, 왜 율법은 믿음에서믿음에서믿음에서믿음에서 난난난난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닙아닙아닙아닙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3:12a, why is the law not of faith?   
 

a. 당신은 왜 율법아래 살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Why would you rather not live under the law? 
 
4. 갈라디아서 3:13절을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구속구속구속(우리의 죄들을 위해 지불) 하셨 
는지 설명하십시오.  Use Galatians 3:13 to explain how Christ redeemed us (paid for our sins). 

 
 

a. 나무에나무에나무에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가장 비열한 형식의 죽음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상에서 
의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당신에게 어떤 면으로 교훈을 줍니까? 고린도후서 5:21절 참조 

   Being hung on a tree was considered the most degrading form of death. In what way does 
this minister to you concerning Christ’s death on the cross? See also 2 Corinthians 5:21. 

 
 
5.  갈라디아서 3:14절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복복복복을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저주저주저주저주를 받으셨 
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3:14, Jesus was cursed that we might receive what blessing? 

 
 

a. 아브라함의아브라함의아브라함의아브라함의 복복복복으로 인해 당신은 어떻게 축복받으셨습니까?  
How have you been blessed by the blessing of Abraham? 

 
 
6.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약의 율법 아래 살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혜롭게 구약 성경 
말씀을 사용하여 율법 보다 믿음의 우월함을 증거하였습니다. 왜 성경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보호 
하는데 절대로 필요합니까? 디모데후서 3:16 절을 또한 보십시오. Because the Galatians were 
trying to live under the Old Testament law, Paul wisely used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to 
prove the superiority of faith over the law. Why is Scripture vital to safeguard our faith? See also 
2 Timothy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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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갈라디아서 3:15-20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Galatians 3:15–20  
 

1.  갈라디아서 3:15b절을 사용하여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언약언약언약언약에 대한 조건들을 이해하도록 아래의 빈칸을 채우십 
시오: Using Galatians 3:15b fill in the blanks below to understand the conditions of man’s 
covenant: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언약일지라도언약일지라도언약일지라도언약일지라도                      나면나면나면나면, 아무도아무도아무도아무도           하거나하거나하거나하거나                지지지지 못하느니라못하느니라못하느니라못하느니라.   

Though it is only a man’s covenant, yet if it is ____________, no one ___________ or ___________ to it. 
 

a. 바울은 언약언약언약언약의 참뜻에 관하여 어떤 요점을 말했습니까?  
What point was Paul making concerning the value of a covenant? 

 
2. 하나님의 약속들을약속들을약속들을약속들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하셨습니까하셨습니까하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16a절 

To whom were God’s promises made?  Galatians 3:16a 
 

a. 바울은 이 받는 자들에 관하여 어떤 구별을 두셨습니까? 갈라디아서 3:16b절 
What distinction did Paul make concerning these recipients?  Galatians 3:16b 

 
(1) 그 씨씨씨씨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Seed? 

 
3. 갈라디아서 3:17a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얼마 후에 율법율법율법율법 이생겼습 
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3:17a, how long after God’s promise to Abraham did the law come 
into effect? 

 
a. 그러므로,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17b절 

Therefore, what was the law unable to do? Galatians 3:17b 
 

(1) 이것은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언약언약언약언약에 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this reveal about the covenant made through faith in Christ? 

 
5.  갈라디아서 3:19a절로부터 바울의 질문을 기록하십시오.  

Print Paul’s question from Galatians 3:19a. 
 

a. 로마서 7:7-8절과 갈라디아서 3:19b절을 사용하여 바울의 질문에 답하십시오.  
Use Romans 7:7–8 and Galatians 3:19b to answer Paul’s question. 

 
 
b. 율법율법율법율법은 그 자리에 얼마동안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19b절 

How long was the law to be in place?  Galatians 3:19b 
 
c. 그 율법은 누구를 통하여 제정제정제정제정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19c절 

Through whom was the law appointed?  Galatians 3:19c 
 
6. 중보자중보자중보자중보자는 두 모순된 사람들 사이에 필요하게 됩니다.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중보하는데 필요했습니다. 새 생명 번역서에서 갈라디아서 3:20 절을 읽으면: 이제이제이제이제 중보자는중보자는중보자는중보자는 한한한한 

사람사람사람사람 이상이이상이이상이이상이 합의에합의에합의에합의에 도달도달도달도달하하하하면면면면 유용하게유용하게유용하게유용하게 됩됩됩됩니다니다니다니다.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한한한한 분이신분이신분이신분이신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는는는는 아브라함에게아브라함에게아브라함에게아브라함에게  그의그의그의그의 

약속약속약속약속을을을을 주셨을주셨을주셨을주셨을 때때때때 중보자를중보자를중보자를중보자를 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않으셨습니다않으셨습니다않으셨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의 중보자중보자중보자중보자이십니까? 디모데 
전서 2:5절을 또한 보십시오. A mediator is needed between two contradictory parties. The law 
required Moses to mediate between the Jews and God. Galatians 3:20 in the New Living 
Translation (NLT) reads: Now a mediator is helpful if more than one party must reach an agreement. 
But God, who is one, did not use a mediator when He gave His promise to Abraham. Who now serves as 
our mediator?  See also 1 Timothy 2:5. 

 
 

a.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두셨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로마서 
8:34절을 또한 보십시오.    What does it mean to you to have Jesus as your Mediator before 
God? See also Romans 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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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갈라디아서 3:21-29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Galatians 3:21–29 
 

1. 새 생명 번역서에서 갈라디아서 3:21-22 절을 읽으시고 다음 질문들에 답하십시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율법과율법과율법과율법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약속들약속들약속들약속들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충돌이충돌이충돌이충돌이 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있습니까? 절대절대절대절대적으로적으로적으로적으로 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  만일만일만일만일 윱법이윱법이윱법이윱법이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새새새새 

생명생명생명생명을을을을 줄줄줄줄 수수수수 있다면있다면있다면있다면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율법을율법을율법을율법을 순종함으로서순종함으로서순종함으로서순종함으로서 하나님과하나님과하나님과하나님과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관관관관계를계를계를계를 갖을갖을갖을갖을 수수수수 있있있있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성경은성경은성경은성경은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모두모두모두모두 죄죄죄죄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있는있는있는있는 죄인들이라서죄인들이라서죄인들이라서죄인들이라서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믿음으로만이믿음으로만이믿음으로만이 자유자유자유자유로이로이로이로이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의의의의 약속을약속을약속을약속을 받는다고받는다고받는다고받는다고 선언합선언합선언합선언합니다니다니다니다.  Read Galatians 3:21–22 in the NLT and then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Is there a conflict, then, between God’s law and God’s promises? Absolutely not! If 
the law could give us new life, we could be made right with God by obeying it. But the Scriptures declare 
that we are all prisoners of sin, so we receive God’s promise of freedom only by believing in Jesus Christ.  

 

a. 바울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율법과율법과율법과율법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약속들약속들약속들약속들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충돌이충돌이충돌이충돌이 있느냐있느냐있느냐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습 

니까? How did Paul answer the question, Is there a conflict, then, between God’s law and God’s 
promises? 
 
 

b.  율법율법율법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21b절 
What was the law unable to do?  Galatians 3:21b 

 
 

c. 성경성경성경성경은 무엇을 선언했습니까?갈라디아서 3:22a절  
What has the Scripture declared? Galatians 3:22a 

 
 

d. 성경성경성경성경이 왜 이렇게 선언했습니까?갈라디아서 3:22b절 
Why did the Scripture do this? Galatians 3:22b 

 
 

e.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까? 갈라디아서 3:22c절 
How do we receive God’s promise? Galatians 3:22c 
 
 

2. 갈라디아서 3:23-24절로부터 어떻게 믿음이믿음이믿음이믿음이 오기전오기전오기전오기전에 율법율법율법율법이 실제로 축복이 되었는지 쓰십시오. 
From Galatians 3:23–24 cite how the law was actually meant to serve as a blessing before faith. 

 
 
 

a. 비록 율법율법율법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그것은 옳은 삶을 위한 하나님의 지침을 선언하고 또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당신은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사실임을 경험하셨습니까?     Although the law does not save us, it declares God’s 
guidelines for right living and ultimately points us to the need for Christ. How have you 
personally seen this to be true? 

 

3. 믿는자를 위해 그리고 믿는자에게 무슨일이 일어납니까:    
What happens for and to the believer:  

  
a. 믿음이믿음이믿음이믿음이 온온온온 후로후로후로후로. 갈라디아서 3:25절    

after faith has come. Galatians 3:25 
 
 

b.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믿음으로 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말미암아. 갈라디아서 3:26-27절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Galatians 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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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하나하나하나하나 된 모든 자들을 나열하십시오. 갈라디아서 3:28절   
List those who are all one in Christ Jesus. Galatians 3:28 

 
 

5.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것것것것인 자들에 관한 바울의 결론을 쓰십시오. 갈라디아서 3:29절 
Write Paul’s conclusion concerning those who are Christ’s.  Galatians 3:29 

 
 

6. 당신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숙고하시고 의견을 말해 보십시오:  
Consider and comment on the fact that you are: 

 

a.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하나하나하나하나 
one in Christ Jesus 

 
 

b. 약속에약속에약속에약속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상속자상속자상속자상속자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 

SIXTH DAY:  Review 
 

1. 이번 주 공부로부터 율법율법율법율법에 관하여 당신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From your lesson this week, what stands out to you the most about the law?  

 
 
 
 

2. 당신은 믿음의 언약으로 인해 어떻게 축복 받으셨습니까?  
How are you blessed by the covenant of faith? 

 
 
 
 
 

약속에약속에약속에약속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상속자들이니라상속자들이니라상속자들이니라상속자들이니라.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갈라디아서 Galatians 3:29 



 
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Galatians 4:1–20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4:1-20절절절절 

 

Lesson 5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강의나 공부의 어느 부분이 오늘도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What part of last week’s lesson or study still speaks to you today? 
 
 
2.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모세의 율법과 믿는자들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두개의 다른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첫번째 예는 젊은 상속자에 대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로서 상속자는 나이가 차기까지 보호자와 청지기 아래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이와같이 믿는자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게 될 날을 기다리면서 법칙들과 규칙들아래 살았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즉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상속자가 됩니다. 
이 예는 행함이 아닌 믿음을 통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의 우월성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분명 
하게 해 줍니다. 아래의 성경구절들을 읽으시고 당신에게 교훈을 주는 구절들을 쓰십시오: 
In Galatians 4 Paul used two different parallels to explain the believers’ relationship to the 
Mosaic Law. The first illustration which we will be studying this week was that of a young heir. 
As a child, the heir lived under overseers and governors just like a slave, until he came of age. So 
believers, before salvation, lived under rules and regulations awaiting the day of faith in Jesus. 
Once a person receives Jesus he is an instant heir of the promises of God, no longer under the 
law. This illustration served to enlighten the Galatians to the superiority of their relationship to 
God through faith and not works. Read the passages below and record any phrases that minister 
to you: 

 
a. 갈라디아서 Galatians 4:1–3 

 

b. 갈라디아서 Galatians 4:4–7 
 

c. 갈라디아서 Galatians 4:8–12 
 

d. 갈라디아서 Galatians 4:13–20 
 

 
3. 성경공부를 항상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It is always good to begin the study of the Bible with prayer. 
Ask God to open your understanding as you study His Word.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아들들이므로아들들이므로아들들이므로아들들이므로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께께께께서서서서 자기자기자기자기 아들의아들의아들의아들의 영을영을영을영을 너희너희너희너희 마음속에마음속에마음속에마음속에 보내시어보내시어보내시어보내시어, 

“아바아바아바아바,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라라라라 부르짖게부르짖게부르짖게부르짖게 하셨느니라하셨느니라하셨느니라하셨느니라. 
Because you are sons, God has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crying out, “Abba, Father!” 
갈라디아서 Galatians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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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갈라디아서 4:1-3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Galatians 4:1–3 
 

1. 갈라디아서 3:2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약속에약속에약속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상속자상속자상속자상속자 

들들들들임을임을임을임을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1절에서 바울은 상속자상속자상속자상속자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In Galatians 3:29 Paul declared that those in Christ are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made to 
Abraham. What did Paul state concerning an heir in Galatians 4:1?  

 
 
 

2. 비록 상속자가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의것의것의것의 주인주인주인주인이지만 그가 아직 어떤 사람들 아래아래아래아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4:2b절 
Although the heir is master of all, what is he still under? Galatians 4:2a 

 
 

a. 그의 신분이 언제 바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4:2a절 
When would his status change? Galatians 4:2b 

 
 

3. 이와같이이와같이이와같이이와같이, 우리우리우리우리도도도도 어린아이였을어린아이였을어린아이였을어린아이였을 때에는때에는때에는때에는 우리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4:3절  
Even so, what was our state when we were children? Galatians 4:3 

 
 

a. 골로새서 2:8,20-23절을 사용하여 세상의세상의세상의세상의 초등초등초등초등 학문학문학문학문들들들들을 말해 보십시오.  
Use Colossians 2:8, 20–23 to comment on the elements of the world.   

 
 
 
 

(1) 당신은 이 초등초등초등초등 학문학문학문학문들들들들 중 어느 것과 싸우고 계셨습니까?  
Which of these elements have been a struggle for you?  

 
 
 

b. 만일 당신이 이러한 초등초등초등초등 학문학문학문학문들들들들과 싸우고 있는 친구를 돕기를 원했다면 골로새서 2:22-23절이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If you wanted to help a friend struggling with these elements, 
how would Colossians 2:22–23 help? 

 
 
 
 

4.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느꼈던 속박속박속박속박을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bondage you felt before you met Jesus.  

 
 

a.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How has your life changed because of Jesus? 

 
 

b.  약속에약속에약속에약속에 따른따른따른따른 상속자들상속자들상속자들상속자들로서 당신은 오늘 어떤 약속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As heirs according to the promise, what promise are you claiming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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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갈라디아서 4:4-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Galatians 4:4–7 
 
1. 하나님께서 그의그의그의그의 아들아들아들아들을 언제 보내셨보내셨보내셨보내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4a절 

When did God send forth His Son?  Galatians 4:4a 
 

a. 이것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때에 관하여 무엇을 전해 줍니까? 전도서 3:1,11a절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concerning God’s timing? See also Ecclesiastes 3:1, 11a. 

 
 
       (1)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합니까?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2. 어떤 두가지 조건 아래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는나셨는나셨는나셨는지 설명하십시오. 갈라디아서 4:4b절 

Describe the two conditions under which God’s Son was born.  Galatians 4:4b 
 

a. 갈라디아서 4:5a절에 따르면 왜 이것들이 필수적이었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4:5a, why were these necessary? 

 
(1) 로마서 8:3-4a절을 사용하여 이 필요성을 설명하십시오. 

Use Romans 8:3–4a to explain this necessity. 
 
b. 이 구속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얻습얻습얻습얻습니까? 갈라디아서 4:5b절 

What do we receive from this redemption?  Galatians 4:5b 
 

(1) 로마 관습에 따르면 입양된 아들은 다른 가족들과 똑같은 특권과 동등한 신분을 받았습  
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입양하심으로 오는 결과를 찾아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십시오. 
베드로전서 1:3-4 절과 베드로후서 1:2-4 절을 또한 보십시오. According to Roman 
custom, an adopted son received full privileges and equal status with other family 
members. Take a moment to explore the ramifications of your adoption by God. See also 
1 Peter 1:3–4, 2 Peter 1:2–4. 

 
 

3.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아들들이므로아들들이므로아들들이므로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6절 
And because you are sons, what has God done?  Galatians 4:6 

 
a. 아바아바아바아바는 아람어로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 란 말이며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아빠아빠아빠아빠 란 말과 유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전해 줍니까? Abba is the Aramaic word for Father 
used by a small child; it is similar to saying, Daddy. What does this convey about our 
relationship with God? 

 
(1) 이 진리를 히브리서 4:16 절과 관련지어 보시고 이 깨달음이 아래에 있는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는지 나누십시오: Link this truth with Hebrews 4:16 and share 
how understanding this might affect your: 
 
(a) 기도 생활 prayer life 
 

(b) 하나님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God 
 
4. 갈라디아서 4:7절로부터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통한통한통한통한  당신의 현재 신분을 설명하십시오. 

From Galatians 4:7 describe your present position through Christ. 
 

a. 로마서 8:16-17절을 사용하여 당신의 신분에 대한 혜택들을 강조하여 보십시오.  
Use Romans 8:16–17 to highlight the benefits of your position. 
 

5.  당신은 어떻게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통한통한통한통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상속자상속자상속자상속자가 되는 복을 받으셨습니까?  
How are you blessed to be an heir of God through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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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갈라디아서 4:8-12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Galatians 4:8–12 
 
1. 갈라디아서 4:8절로부터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알지알지알지 못했을못했을못했을못했을때 그들의 상태를 주목하십시오. 

From Galatians 4:8 note the state of the Galatians when they did not know God.   
 
 
2. 갈라디아서 4:9a절에 따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알았알았알았알았을을을을뿐 아니라,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알려졌습알려졌습알려졌습알려졌습니다. 왜 이 미묘한 구별이 중요합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4:9a, not only had the 
Galatians known God, they had been known by God. Why is this subtle distinction important? 

 
 

a. 이것을 시편 139:1-4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알알알알려려려려진다는진다는진다는진다는 것것것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 
합니까?    Link this with Psalm 139:1–4. What does it mean to you to be known by God?   

 
 
 
3. 비록 갈라디아 사람들이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알았고알았고알았고알았고 또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알려졌지만알려졌지만알려졌지만알려졌지만, 그들은 다시다시다시다시 돌아가돌아가돌아가돌아가 무엇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9d절 Although they had known God and were known by God, to what did 
the Galatians turn again?     Galatians 4:9b 

 
a. 바울은 율법주의적 초등초등초등초등 학문학문학문학문들들들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9b절 

How did Paul describe the elements of legalism? Galatians 4:9c  
   
b. 이 초등초등초등초등 학문학문학문학문들들들들은 그들을 어디로 이끌려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9c절 

Where would these elements lead them? Galatians 4:9d 

  
(1) 이것은 그들이 하고 있었던 어리석음을 어떻게 강조합니까?  

How does this underscore the foolishness of what they were doing? 
 
 
4. 구직 목사님은 갈라디아서 4:10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갈라디아갈라디아갈라디아갈라디아인인인인들들들들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있는있는있는있는 거짓거짓거짓거짓 

선생들은선생들은선생들은선생들은 날과날과날과날과 달과달과달과달과 절기와절기와절기와절기와 해해해해와와와와 다른다른다른다른 이러한이러한이러한이러한 율법적인율법적인율법적인율법적인 일일일일들들들들을을을을 지키지키지키지키도록도록도록도록 요구요구요구요구했는데했는데했는데했는데 마치마치마치마치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그들그들그들그들의의의의 영영영영성을성을성을성을 더더더더 높은높은높은높은 수준으로수준으로수준으로수준으로 이끌어이끌어이끌어이끌어 줄줄줄줄 것처럼것처럼것처럼것처럼 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말했습니다.  왜 이것이 위험합니까?  
David Guzik explains Galatians 4:10 as follows:  The false teachers among the Galatians demanded 
observance of days and months and seasons and years and other such legalistic matters as if this would 
lead them into a higher plane of spirituality. Why is this dangerous? 

 
 

a. 당신은 이 형태의 율법주의를 어떤 면으로 보셨습니까?  
In what ways have you seen this type of legalism? 
 

   

5.  바울은 무엇을 두려워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11절   What was Paul’s fear?  Galatians 4:11 
 

a. 당신의 공부를 근거하여, 왜 그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했습니까? 
Based on your study, why was his concern justified? 

 
 
6.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를 때 사용한 말을 쓰십시오.갈라디아서 4:12a절 

Print the word Paul used to address the Galatians. Galatians 4:12a 

 
 

a.  이것이 바울이 그들과 가진 관계에 관하여 무엇을 전해 줍니까?  
What does this convey about his relationship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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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구구구구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12b절 
What did Paul urge them to do? Galatians 4:12b 

 
(1) 이 말을 고린도전서 9:22-23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statement with 1 Corinthians 9:22–23. What do you see? 
 
 

7.  당신은 율법주의적 위험에 대비하여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guard against the danger of legalism? 
 
 
제제제제 5일일일일: 갈라디아서 4:13-20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Galatians 4:13–20 
 
1. 갈라디아서 4:13-15절로부터 갈라디아 믿는자들 가운데서의 바울의 간증을 요약하십시오.  

From Galatians 4:13–15 summarize Paul’s testimony among the Galatian believers. 
 
 
 

a. 갈라디아서 4:15절에 따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을 위해 무엇을 했을 것입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4:15, what would the Galatians have done for Paul? 

 
b. 이것이 그들이 바울과 가진 관계에 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What does this suggest about their relationship with him? 
 
2. 갈라디아서 4:16절에서 바울의 질문이 왜 타당합니까?  

Why was Paul’s question in Galatians 4:16 valid?  
 
3. 갈라디아서 4:17절을 사용하여 아래에 대한 거짓 선생들을 묘사하십시오:  

Use Galatians 4:17 to describe the false teachers’: 
 

a.  방식method 
 

b. 의도mindset 
 

c.    동기 motivation                                                                                                                                            
 

(1) 당신은 오늘날  일터에서 비슷한 행위들을 어떤 면으로 보십니까?  
In what way do you see similar practices at work today? 

 
(2) 당신은 이런 속임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어떻게 경고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warn someone of this deception? 
 
4. 바울은 열성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18절 

What did Paul say about zeal?  Galatians 4:18  
 
 
5. 갈라디아서 4:19a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In Galatians 4:19a how was Paul’s love for the Galatians expressed? 
 

a. 바울이 갈라디아서 4:19b 절에서 사용한 헬라어 산고산고산고산고는 격렬한격렬한격렬한격렬한 노력과노력과노력과노력과 고고고고통통통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산고산고산고산고를 치루었습니까? The Greek word labor that Paul used in Galatians 
4:19b implies striving with intense effort and anguish. For what did Paul labor? 

   
(1) 왜 이것이 그에게 그토록 중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is was so crucial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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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왜 바울은 지금지금지금지금 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20절 
 Why did Paul want to be present with them? Galatians 4:20 

 
a. 당신의 공부에 비추어 볼때, 왜 바울은 그들에 관하여 의심의심의심의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In light of what you’ve studied, why do suppose Paul had doubts about them? 

 
b. 이 의심들이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됨형성됨형성됨형성됨으로 인해 어떻게 누그러지겠습니까?  

How would these doubts be alleviated by Christ being formed in them?  

 
c. 당신은 왜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온전히 형성되형성되형성되형성되기를 원하십니까? 고린도후서 3:18절을 또한 

보십시오.  Why do you desire Christ to be fully formed in you? See also 2 Corinthians 3:18. 
 

 

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 
SIXTH DAY:  Review 
 

1. 바울은 다음의 구절들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How did Paul describe the Galatians in the following verses: 

 
a. 갈라디아서 Galatians 4:6a 

  
b. 갈라디아서 Galatians 4:7b 

 

c. 갈라디아서 Galatians 4:12a 

  
d. 갈라디아서 Galatians 4:19a 

 
 

2. 바울이 당신에게 어떻게 본보기가 됩니까? How is Paul an example for you? 
  
 

3. 이번 주 당신이 공부한 것을 숙고하면서, 당신은 율법주의에 대하여 누군가에게 어떻게 경고하시 

겠습니까? Considering what you have studied this week, how would you warn someone against 
legalism?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너는너는너는너는 더더더더 이상이상이상이상 종이종이종이종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아들이니아들이니아들이니아들이니 

아들이면아들이면아들이면아들이면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통한통한통한통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상속자니라상속자니라상속자니라상속자니라. 
Therefore you are no longer a slave but a son, 

and if a son, then an heir of God through Christ. 
 갈라디아서 Galatians 4:7  



 
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Galatians 4:21–31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4:21-31절절절절 

 

Lesson 6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당신이 공부한 어떤 진리가 오늘 당신에게 교훈을 줍니까?  

What truth have you studied that ministers to you today? 
 
 
2. 갈라디아서 4장의 두번째 부분에서 바울은 구약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브 
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아들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육적 노력으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종인 하갈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아브 
라함의 유산이나 약속을 받지 못했습니다.     In the second portion of Galatians 4, Paul chose an 
illustration from the life of the Old Testament patriarch Abraham. Abraham had two sons. The 
first son, Ishmael, was Abraham’s fleshly attempt to fulfill God’s promise. His mother was 
Hagar, the bondwoman. Ishmael did not receive Abraham’s legacy or promise. 
 

아브라함의 두번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었을 때 약속된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기적적으로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는 이삭을 낳았을 때 90 살이었습니다. 이삭은 
유산과 약속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기를 시도한 자들과 그들의 의를 
예수님께 의지한 자들을 대조 하는데 이 예를 사용하였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려는 시도를 경계해야 하고 대신에 그분의 약속의 상속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아래의 구분들을 읽으시고 각 구분에 
제목을 붙여 보십시오: Abraham’s second son, Isaac, was the promised son born when 
Abraham’s hope was in God alone. Miraculously, Isaac’s mother, Sarah, was ninety years old 
when she gave birth. Isaac received the inheritance and the promise. Paul used this illustration 
to contrast those who attempted to be righteous by self-effort with those who relied on Jesus for 
their righteousness. In like manner, we must beware of attempting to please God by self-effort 
and instead rely on Jesus to work through us to become heirs of His promise. Read the divisions 
below and provide a title for each: 
 
a. 갈라디아서 Galatians 4:21–24a 

 
b. 갈라디아서 Galatians 4:24b–25 

 
c. 갈라디아서 Galatians 4:26–28 

 
d. 갈라디아서 Galatians 4:29–31 

 
3.  당신의 공부 시간을 주님께 맡기는 시간을 잠시 갖으십시오. 기도를 쓰십시오. 

Take a few moments to commit your study time to the Lord. Write your prayer here.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Now we, brethren, as Isaac was, are children of promise. 

갈라디아서 Galatians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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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갈라디아서 4:21-24a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Galatians 4:21–24a 
 
1. 갈라디아서 4:21절에서 바울은 어떤 질문을 제기합니까?  

What question did Paul pose in Galatians 4:21? 
 

a. 그의 질문에 따르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According to his question, what were the Galatians failing to do? 

 
 
2. 갈라디아서 4:22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조상을 사용하여 예를 들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사용했 
습니까? In Galatians 4:22 Paul launched into an illustration using an Old Testament patriarch. 
Who did Paul use? 

 
a. 이것과 누가복음 3:8절과 요한복음 8:38-40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 조상을 선택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Link this with Luke 3:8 and John 8:39–40. Why do you think Paul 
chose this patriarch? 

 
 
 

b. 이 두두두두 아들들아들들아들들아들들의 어머니들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4:22b절 
What i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mothers of these two sons?  Galatians 4:22b 

 
c. 다음 성경 구절들을 사용하여 두 아들들의 출생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들을 설명하십시오:  

Use the following passages to briefly describe the circumstances surrounding the birth of: 
 
(1) 여종여종여종여종의 아들 the son of the bondwoman –창세기 Genesis 16:1–4a, 15  
 
 
 

(2) 자유로운자유로운자유로운자유로운 여자여자여자여자의 아들 the son of the freewoman –창세기 Genesis 17:15–19, 21:1–4 
 
 
 
3. 갈라디아서 4:23절에 따르면 바울은 이 두두두두 아들들아들들아들들아들들 사이의 차이점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4:23, what did Paul declare to be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sons?  
 
 
       a. 창세기에 있는 스토리를 마음에 두시고, 다음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해 보십시오: 

With the story from Genesis in mind, remark on what it is to walk: 
 
(1) 육신을육신을육신을육신을 따라따라따라따라 according to the flesh 

 

(2) 약속을약속을약속을약속을 통하통하통하통하여여여여 through promise 
 

 
4. 갈라디아서 4:24a절에서 바울은 이 구약의 본보기에 관하여 무엇을 분명히 했습니까?  

In Galatians 4:24a what did Paul make clear about this Old Testament example? 
 

a. 고린도전서 10:11절을 사용하여 성경적인 본보기들로부터 배움의 중요성을 설명하십시오. 
Use 1 Corinthians 10:11 to comment on the importance of learning from Biblical examples. 

 
 
5.  구약을 공부하는 것이 왜 유익합니까? 시편 19:7절을 또한 보십시오. 

Why is it beneficial to study the Old Testament? See also Psalm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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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갈라디아서 4:24b-25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Galatians 4:24b–25 
 
1. 갈라디아서 4:24a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삶으로부터의 그의 실례는 상징상징상징상징적적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24b절에서 그는 여종여종여종여종과 자유로운자유로운자유로운자유로운 여자여자여자여자는 무엇을 상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In Galatians 4:24a Paul stated that his illustration from the life of Abraham was symbolic. In 
Galatians 4:24b what did he say the bondwoman and freewoman symbolized? 

 
 

a. 갈라디아서 4:24c절로부터 이 언약의 두가지 상징들을 쓰십시오. 
From Galatians 4:24c list the two symbols of this covenant. 

 
 

b. 시내산시내산시내산시내산의 언약은 무엇을 낳았습낳았습낳았습낳았습니까?  What did the covenant of Mount Sinai give birth to? 
 
 

(1) 새 생명 번역서에서 이 구절은, 첫번째첫번째첫번째첫번째 여자여자여자여자 하갈은하갈은하갈은하갈은 백성들백성들백성들백성들을을을을 종으로종으로종으로종으로 만든만든만든만든 율법을율법을율법을율법을 받은받은받은받은 곳인곳인곳인곳인 

시내산을시내산을시내산을시내산을 상징합니다상징합니다상징합니다상징합니다 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위험에 관하여 무엇을 전해 줍니가?  
 This verse in the New Living Translation (NLT) says, The first woman, Hagar, represents 

Mount Sinai, where people received the law that enslaved them. What does this convey to you 
about the dangers of this covenant? 

 
 
2. 새 생명 번역서에서 갈라디아서 4:25 절은, 지금의지금의지금의지금의 예예예예루살렘은루살렘은루살렘은루살렘은 아아아아라비아의라비아의라비아의라비아의 시내산과시내산과시내산과시내산과 꼭꼭꼭꼭 같은데같은데같은데같은데 

왜냐하면왜냐하면왜냐하면왜냐하면 그녀와그녀와그녀와그녀와 그녀의그녀의그녀의그녀의 자녀들은자녀들은자녀들은자녀들은 율법의율법의율법의율법의 종으로종으로종으로종으로 살기살기살기살기 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종교 지도자에게 적용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의 
종교 공회원들을 기쁘게 하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향의 결과는 
어디로 이끌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25c절  Galatians 4:25 in the NLT says, And now Jerusalem is 
just like Mount Sinai in Arabia, because she and her children live in slavery to the law. The Jerusalem 
that Paul referenced applied to the religious leadership that crucified Jesus. The Judaizers were 
trying to coerce the Galatians into pleasing the religious councils in Jerusalem. Where would the 
outcome of their influence lead? Galatians 4:25c 

 
 
 

a. 이것은 율법에 관한 바울의 염려를 어떻게 강조합니까?  
How does this underscore Paul’s concern about the law? 

 
 

(1)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자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23절과 누가복음 16:15절을 보십시오.   What did Jesus say about those who sought to 
please men? See Matthew 16:23 and Luke 16:15.  

 
 

(a)   사람들의 규칙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려 하는 것이 왜 위험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it is dangerous to try to find favor with God by 
following the rules of men? 

 
 
3. 척 목사님은, 종교는종교는종교는종교는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접근하려는접근하려는접근하려는접근하려는 노력노력노력노력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으로서으로서으로서으로서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 

에게로에게로에게로에게로 다가가려고다가가려고다가가려고다가가려고 내려내려내려내려 오셨습니다오셨습니다오셨습니다오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Pastor Chuck says, Religion is man reaching out to God. Jesus came as God to reach down to men. Share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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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갈라디아서 4:26-28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Galatians 4:26–28 
 

1. 바울은 율법과 종에 대한 상징으로서상징으로서상징으로서상징으로서 한 언약을 설명한 다음에 약속의 언약을 말했습니다. 그는 
위에위에위에위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예루살렘예루살렘예루살렘예루살렘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26a절Having described one covenant 
as symbolic of the law and bondage, Paul then spoke of the covenant of promise. How did he 
describe the Jerusalem above?  Galatians 4:26a 

 
 

a. 계시록 21:2-6절을 사용하여 위에위에위에위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예루살렘예루살렘예루살렘예루살렘을 말하십시오. 
Use Revelation 21:2–6 to remark on the Jerusalem above. 

 
 
 
 
 

(1) 지금지금지금지금의의의의 예루살렘예루살렘예루살렘예루살렘 보다 위에위에위에위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예루살렘예루살렘예루살렘예루살렘에 관하여 어떤 뛰어난 것을 발견합니까? 
 What do you find superior about the Jerusalem above to the Jerusalem which now is? 

 
 
 
2. 갈라디아서 4:27절에서 바울은 이사야 54:1절을 인용했습니다. 잉태하지잉태하지잉태하지잉태하지 못하는못하는못하는못하는 여인에 관해 무엇 
이라고 말했습니까? In Galatians 4:27 Paul quoted Isaiah 54:1. What is said about the barren 
woman? 

 
 
 

a.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 이 예언의 성취를 어떻게 보십니까?  
How do you see this prophecy fulfilled through the birth of Isaac? 

 
 
 

b. 갈라디아서 4:26-27절을 구직 목사님은, 수수수수 세기를세기를세기를세기를 통한통한통한통한 모든모든모든모든 크리스챤들은크리스챤들은크리스챤들은크리스챤들은 하늘의하늘의하늘의하늘의 예루살렘의예루살렘의예루살렘의예루살렘의 

언약인언약인언약인언약인 새새새새 언약에언약에언약에언약에 속해속해속해속해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이이이이 언약언약언약언약 아래아래아래아래 출생한출생한출생한출생한 모두는모두는모두는모두는 ‘너너너너 잉태하잉태하잉태하잉태하지지지지 못하는못하는못하는못하는 

여인아여인아여인아여인아 즐거워즐거워즐거워즐거워 하라는하라는하라는하라는’ 이사야이사야이사야이사야 54:1 절의절의절의절의 예언의예언의예언의예언의 성취성취성취성취 처럼처럼처럼처럼 기적입니다기적입니다기적입니다기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거듭납니다. 이 영광스러운 사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나누십시오. 
Of Galatians 4:26–27, David Guzik says, Every Christian through the centuries belongs to this new 
covenant, the covenant of the heavenly Jerusalem. And every birth under this covenant is a miracle, 
like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from Isaiah 54:1, ‘Rejoice, O barren, you who do not bear! Every 
one is born again by a miracle of God. Share your response to this glorious reality. 

 
 
 
 
 
3. 바울은 형제들형제들형제들형제들이되는 사실을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갈라디아서 4:28절 

What did Paul declare to be true of the brethren?  Galatians 4:28 
 
 
 
4. 형제들형제들형제들형제들의 한 부분으로서 약속약속약속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As a part of the brethren, what does it mean to you to be a child of prom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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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일일일일: 갈라디아서 4:29-31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Galatians 4:29–31 
 

1. 갈라디아서 4:29절에 있는 충돌을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conflict presented in Galatians 4:29. 
 
 

a. 이 언급과  창세기 21:8-9절의 사건들을 연결하여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reference with the events of Genesis 21:8–9. What do you see? 

 
 

 
 

b. 바울은 무엇을 지금도 그러하다그러하다그러하다그러하다고 선언했습니까?  
What did Paul declare to be even so now?  Galatians 4:29b   

 
 

(1) 오늘날도 이런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어떤 면으로 보십니까?  
In what way do you see this persecution taking place today? 

 
 
 

2. 성경성경성경성경말씀말씀말씀말씀은은은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말합니까말합니까말합니까? 갈라디아서 4:30절  
What does the Scripture say is the solution to this problem?  Galatians 4:30 

 
 
 

a. 이 예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창세기 21:10절을 보시고 설명하여 보십시오.   
Use Genesis 21:10 to further understand and comment on this illustration. 

 
 

 
 

b. 바울은 우리의 육신과 영 사이의 충돌을 소개하는데 이스마엘(종의종의종의종의 아들아들아들아들)과 이삭(약속의약속의약속의약속의 아들아들아들아들) 

의 충돌을 사용하였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를 강권했다고 생각하십니 

까? 갈라디아서 4:30절    Paul used the conflict between Ishmael (the son of bondage) and 
Isaac (the son of promise) to introduce the conflict between our flesh and the Spirit. What do 
you suppose Paul was urging the Galatians to do?  Galatians 4:30 

 

 
 

3.   갈라디아서 4:31절로부터 이 일들에 대한 바울의 결론을 쓰십시오.  
Record Paul’s conclusion to these things from Galatians 4:31. 

 
 
 
 

a. 왜 당신은 자유로운자유로운자유로운자유로운 여자여자여자여자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까?  
Why are you blessed to be a child of the freewo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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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일일일일:복습 
SIXTH DAY:  Review 
 

1.  아래의 도표를 사용하여 갈라디아서 4:21-31절에 있는 두 언약에 대하여 상세하게 채우십시오:  
Use the chart below to fill in details of the two covenants presented in Galatians 4:21–31: 

 

 율법 The Law 약속 The Promise 

 
 

여자(22절) 
Woman (verse 22) 
 
 
 

  

 
 

아들들(28절과 창세기 16:15절) 
Sons (verse 28 and Genesis 16:15) 
 
 
 

  

 
 

태어난 유형(23절) 
Type of birth (verse 23) 
 
 
 

  

 
 

나타낸 장소(24-26절) 
Place represented (verses 24–26) 
 
 
 

  

 
 

2. 두두두두 언약언약언약언약 사이에 대조에 관하여 당신의 생각들이나 관찰하신 것들을 나누십시오.  
Share your thoughts or observations concerning the contrast between the two covenants. 

 
 

3. 당신이 육신을육신을육신을육신을 따라따라따라따라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때와 하나님의 약속약속약속약속을 따라 행했던 때를 

대조하여 보십시오. Contrast a time when you tried to live for God according to the flesh with a 
time when you acted according to God’s promise. 

 
 
 

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그러므로 형제들아형제들아형제들아형제들아,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여종의여종의여종의여종의 자녀가자녀가자녀가자녀가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자자자자유로운유로운유로운유로운 여자의여자의여자의여자의 자녀로다자녀로다자녀로다자녀로다. 
So then, brethren, we are not children of the bondwoman but of the free. 

갈라디아서 Galatians 4:31  



 
성성성성령령령령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Galatians 5:1–26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5:1-26절절절절 
 

Lesson 7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공부한 진리들 중 어느 것이 당신에게 가장 교훈을 줍니까?  
Which of the truths you studied last week ministers to you the most?  

 
 
 
 
2. 율법주의는 더 깊은 영성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율법주의를 종종 혼동하 
거나 심지어 미혹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가 율법주의와 순수한 성령 안에서의 행함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분별력을 위한 도구들 
을 공급합니다. 율법적 행위들과 성령 안에서의 행함에 대한 약속들을 대조하면서,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찾아야 할 열매를 진술했습니다. 아래의 구절들을 읽으시고 율법주의와 성령 안에서 
행함 사이에 있는 대조적인 것을 강조하여 보십시오:    Believers can often be confused and even 
seduced by legalism because it appears to offer deeper spirituality. So, how can a believer 
discern between legalism and a genuine walk in the Spirit? Galatians 5 provides the tools for 
discernment that every believer needs. By contrasting the practices of legalism with the promises 
of a walk in the Spirit, Paul presented the fruit that every believer should look for. Read the 
passages below and highlight any contrasts you find between legalism and a walk in the Spirit: 

 

a. 갈라디아서 Galatians 5:1–6 
 
 

b. 갈라디아서 Galatians 5:7–15 
 
 

c. 갈라디아서 Galatians 5:16–21 
 
 

d. 갈라디아서 Galatians 5:22–26 
 

 
3.   당신의 공부하는 시간을 주님께 맡기기 위해 잠시 시간을 갖으십시오. 기도를 쓰십시오. 

Take a few moments to commit your study time to the Lord. Write your prayer here. 
 
 
 
 
 

만일만일만일만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성령성령성령성령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산다면산다면산다면산다면 또또또또한한한한 성령성령성령성령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하자행하자행하자행하자 

If we live in the Spirit ,let us also walk in the Spirit. 
갈라디아서 Galatians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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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갈라디아서 5:1-6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Galatians 5:1–6 
 
1. 갈라디아서 5:1절을 읽으십시오. 바울이 이미 율법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함에 관하여 말한 것 
에 비추어 그가 갈라디아인들에게 권고한 것을 쓰십시오: Read Galatians 5:1. In light of what Paul 
already said concerning the law and freedom in Christ, note what he exhorted the Galatians to: 

 
a. 해야 하는 것 do  

 

b. 하지 말아야 할것 not do 
 

(1) 이 권고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 can heed this exhortation. 

 
 

(2) 이 율법적인 종의종의종의종의 멍에멍에멍에멍에와 마태복음 11:29-30 절에서 설명한 멍에멍에멍에멍에를 대조하여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Contrast this legalistic yoke of bondage with the yoke described in 
Matthew 11:29–30. What do you see? 

 
 
 

2. 갈라디아서 5:2-3절에 따르면, 율법율법율법율법 (할례할례할례할례) 아래아래아래아래 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5:2–3, what are the ramifications of being under the law (circumcision)? 

 
 
 

3. 갈라디아서 5:4절을 사용하여 율법으로율법으로율법으로율법으로 의롭게의롭게의롭게의롭게 되기를되기를되기를되기를 시도한시도한시도한시도한 자들의 상태를 말하십시오. 
Use Galatians 5:4 to state the condition of those who attempt to be justified by law. 

 
 

a. 이것이 왜 위험한지 설명하십시오. Explain why this is dangerous.   
 
 

4. 율법으로율법으로율법으로율법으로 의롭게의롭게의롭게의롭게 되는 대신에, 우리는 성령을성령을성령을성령을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무엇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5:5절 
Instead of being justified by law, what are we to do through the Spirit?  Galatians 5:5 

  
 

5. 갈라디아서 5:6a절에 따르면, 무엇이 쓸모쓸모쓸모쓸모가 없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5:6a, what avails nothing? 

 
 

a. 오히려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안에서그리스도안에서그리스도안에서그리스도안에서 무엇이 쓸모가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6b절 
Rather, what does avail in Christ Jesus?  Galatians 5:6b 

 
 

(1) 이것을 골로새서 1:4절과 디모데후서 1:13절을 관련지어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나누십 

시오. Link this with Colossians 1:4 and 2 Timothy 1:13. Share your thoughts. 
 
 
 

6. 오늘 공부한 것으로부터, 당신은 누군가에게 율법주의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시겠습니까?   
From what you studied today, how would you warn someone against leg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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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갈라디아서 5:7-15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Galatians 5:7–15 
 
1. 갈라디아의 믿는 자들은 좋게 시작했습니다. – 그들은 잘잘잘잘 달달달달렸렸렸렸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 
니까? 갈라디아서 5:7절   The Galatian believers had a good start – they ran well. Then what 
happened?  Galatians 5:7 

 
 

a. 이 권면은 어디에서 나온나온나온나온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었습니까아니었습니까아니었습니까아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8절 
Where did this persuasion not come from?  Galatians 5:8 

 

(1) 이것은 율법주의에 관하여 무엇을 전해줍니까? What does this convey about legalism? 
 

2.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를 주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9절 
What warning did Paul give the Galatians?  Galatians 5:9 

 

a. 성경에서 종종 누룩누룩누룩누룩은 악한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5:6-8절과 연결시켜 보십 
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In the Bible leaven often symbolizes an evil influence. Link this with 
1 Corinthians 5:6–8. What do you see? 

 
 

3. 바울의 확신확신확신확신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10a절What was Paul’s confidence?  Galatians 5:10a 
 

a. 그들을 혼란시키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5:10b절 
What would happen to those who troubled them?  Galatians 5:10b 

 
4. 갈라디아서 5:11절을 새 생명 번역서에서, 사랑사랑사랑사랑하는하는하는하는 형제형제형제형제 자매들아자매들아자매들아자매들아, 어떤어떤어떤어떤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내가내가내가내가 한다고한다고한다고한다고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것처럼것처럼것처럼것처럼 만일만일만일만일 내가내가내가내가 아직도아직도아직도아직도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할례를할례를할례를할례를 받아야만받아야만받아야만받아야만 한다고한다고한다고한다고 전한다면전한다면전한다면전한다면 왜왜왜왜 내가내가내가내가 아직도아직도아직도아직도 핍핍핍핍박박박박을을을을 

받고받고받고받고 있겠느냐있겠느냐있겠느냐있겠느냐?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십자가를십자가를십자가를십자가를 통한통한통한통한 구원을구원을구원을구원을 더더더더 이상이상이상이상 전하지전하지전하지전하지 않고않고않고않고 있다면있다면있다면있다면, 아무도아무도아무도아무도 

불쾌해불쾌해불쾌해불쾌해하지하지하지하지 않았을않았을않았을않았을 것이것이것이것이다다다다 라고 읽습니다. 왜 바울은 아직도아직도아직도아직도 박해를박해를박해를박해를 받고받고받고받고 있었습니까있었습니까있었습니까있었습니까?      Galatians 
5:11 NLT reads, Dear brothers and sisters, if I were still preaching that you must be circumcised–as some 
say I do–why am I still being persecuted? If I were no longer preaching salvation through the cross of 
Christ, no one would be offended. Why was Paul still being persecuted?  

 
 

5. 갈라디아서 5:12절에서 바울은 감정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감정은 율법주의의 위험에 관하 
여 무엇을 전합니까?      In Galatians 5:12 Paul expressed strong emotions. What did his emotions 
convey about the dangers of legalism? 

 
 

6.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유자유자유자유에로 부름을 받았음을 재차 단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유는 어떻게 사용 
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13절       Paul reaffirmed the believer’s call to liberty; yet, how 
should liberty not be used?  Galatians 5:13 

 
 

a. 이것을 베드로전서 2:16절과 관련지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Link this with 1 Peter 2:16. What do you see? 

 

 

b. 대조하여 자유자유자유자유는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5:13c절 
By contrast, how should liberty be used?  Galatians 5:13c 

 

(1) 당신의 자유를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constructive way you can use your liberty. 

 
7. 갈라디아서 5:14절에 따르면, 온온온온 율법율법율법율법은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5:14, how is all the law fulfi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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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태복음 22:37-40절과 로마서 13:8절을 시용하여 온온온온 율법이율법이율법이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이루어졌는이루어졌는이루어졌는지 말하십시오. 
Use Matthew 22:37–40 and Romans 13:8 to state how all the law is fulfilled.  

 
 
 
8. 갈라디아서 5:15절에 따르면, 율법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가?  

According to Galatians 5:15, what did legalism produce? 
 

9. 사랑을 율법주의를 분별하는 한 도구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use love as a tool to discern legalism?  

 
 
제제제제 4일일일일: 갈라디아서 5:16-21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Galatians 5:16–21 
 
1. 갈라디아서 5:16a절에서 바울은 육신의육신의육신의육신의 정욕정욕정욕정욕을 이루지 않기 위한 구제 방법을 주었습니다. 그는 믿 
는 자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권고했습니까?     In Galatians 5:16a Paul gave the remedy for not 
fulfilling the lust of the flesh. What did he exhort believers to do?  

 
 

a. 당신은 육신의육신의육신의육신의 정욕정욕정욕정욕을 어떻게 정의 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16절을 또한 보십시오. 
How would you define the lust of the flesh?  See also 1 John 2:16. 

 
 
2. 갈라디아서 5:17a절로부터 육신육신육신육신과 성령성령성령성령사이의 싸움을 설명하십시오.  

From Galatians 5:17a describe the battle between the flesh and the Spirit.  
 
 

a. 이 전쟁의 결과는 보통 무엇입니까?갈라디아서 5:17b절 
What is the usual outcome of this battle?  Galatians 5:17b 

 
 

(1) 이것을 로마서 7:18-25절과 연결시켜 보시고 생각들을 나누십시오.  
Link this with Romans 7:18–25 and share your thoughts.  

 
 
 
3. 갈라디아서 5:18a절에 따르면, 이 갈등에서 무엇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까? 로마서 6:14절도 보 
십시오.   According to Galatians 5:18a, what gives us the victory in this conflict? See also Romans 
6:14.  

 
 

a. 당신은 이 승리를 어떻게 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까? How will you appropriate this victory?  
 
 

b. 로마서 6:14절과 갈라디아서 5:18절을 사용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의 상태를 쓰십시오.  
Use Romans 6:14 and Galatians 5:18 to write the condition of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4. 갈라디아서 5:19-21a절로부터 육신의육신의육신의육신의 일들일들일들일들을 열거하십시오.  

List the works of the flesh from Galatians 5:19–21a.  
 
 
a. 이 목록으로부터 무엇이 당신에게 두드러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What stands out to you from this list?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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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울이 이 행위들에 관하여 그들에게 전에전에전에전에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21b절 
What had Paul told them in time past concerning these practices?  Galatians 5:21b 

 
 

a. 행위행위행위행위라는 단어는 당신에게 이 일들에 관하여 무엇을 전해 줍니까?  
What does the word practice convey to you about these things? 

 
 

b. 이 경고가 당신이 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성령안에서 행하도행하도행하도행하도록 어떻게 격려해 줍니까? 
How does this warning encourage you to walk in the Spirit?  
 
 

제제제제 5일일일일:갈라디아서 5:22-26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Galatians 5:22–26 
 
1. 갈라디아서 5:22-23a절로부터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열매열매열매열매를 열거하시고 각각에 대하여 간단히 정의하십시오: 

From Galatians 5:22–23a list the fruit of the Spirit and give a brief definition of each: 
 

a.  
 
b.  
 
c.  
 
d.  
 
e.  
 
f.  
 
g.  
 
h.   
 
i.  

 
 

2. 요한복음 15:5절의 예수님에 의하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According to Jesus in John 15:5, how is fruit produced in your life? 

 
 

a. 이것을 유의하는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this important to keep in mind? 

 
 

3. 바울은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열매열매열매열매에 관하여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23b절 
What did Paul declare about the fruit of the Spirit?  Galatians 5:23b 

 
 

a. 갈라디아서 5:18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Refer back to Galatians 5:18. What do you see? 

 
 

4. 그리스도께그리스도께그리스도께그리스도께 속한속한속한속한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갈라디아서 5:24절 
What have those who are Christ’s done?  Galatians 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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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신은 이 원칙을 새 신자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누가복음 9:23-24절도 보십시오. 
How would you explain this principle to a new believer? See also Luke 9:23–24. 

 
 
 

5. 갈라디아서 5:25절을 사용하여 빈칸을 채우십시오: 만일만일만일만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성령성령성령성령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 또한또한또한또한 성령성령성령성령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       Use Galatians 5:25 to fill in the blanks:  If we ________ in the Spirit, let us 
also ________ in the Spirit. 

 

a.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행하자행하자행하자행하자는 일치하고일치하고일치하고일치하고 있거나있거나있거나있거나 혹은 따르는따르는따르는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성령성령성령성령 안안안안 

에서에서에서에서 사는 것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walk implies being in 
line with or following. How does this relate to living in the Spirit? 

 
 

6. 갈라디아서 5:26절로부터 바울의 권고를 쓰십시오.  
Print Paul’s exhortation from Galatians 5:26. 

 
 

a. 당신은 이것이 성령성령성령성령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의의의의 행함을 위해 왜 중요한 권고라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this is an important exhortation for walking in the Spirit? 

 
 

제제제제 6일일일일:복습 
SIXTH DAY:  Review 
 

1. 이번 주 당신이 배운것을 사용하여 다음을 설명하십시오: 
Use what you have learned this week to describe: 

 

a.  율법아래의 삶 
Life under the law 

 
 
 

b. 성령 안에서의 삶 
Life in the Spirit 

 
 
 

2.  율법 아래 사는 것보다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왜 우월한지 그 이유들을 말해 보십시오. 
What reasons can you suggest why walking in the Spirit is superior to living under the law?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열매는열매는열매는열매는 사랑과사랑과사랑과사랑과 기쁨과기쁨과기쁨과기쁨과 화평과화평과화평과화평과 오래오래오래오래 참음과참음과참음과참음과  

친절과친절과친절과친절과 선함과선함과선함과선함과 믿음과믿음과믿음과믿음과 온유와온유와온유와온유와 절제니절제니절제니절제니.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 

갈라디아서 Galatians 5:22–23 



 
         

 
Galatians 6:1–18 

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갈라디아서 6:1-18절절절절 
 

                                                                                                                                                          Lesson 8 
 

제제제제 1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을 주셨습니까?  
How has the Lord ministered to you through your study of Galatians?  

 
 
 
2. 성령 안에서 행함은 우리 삶의 모든 면에 영향을 줍니다. 대인관계에서부터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를 투자하는 방법까지 모든 일에 우리의 행함이 영향을 줍니다.  바울은 그의 끝맺는 권면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서 행하는 자들의 행실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같지 않게 
성령에 속한 사람들은 서로의 행복을 위해 염려해 주고 끊임없이 영적인 것들에 투자하려고 노력 
합니다. 아래의 구절들을 읽으시고 당신에게 두드러지는 구절들을 쓰십시오:  
Walking in the Spirit has an effect on every aspect of our life. From interpersonal relationships to 
how we invest our time and energy, everything is affected by our walk. Paul, in his closing 
exhortations to the Galatians, highlighted the behavior of those who walk in the Spirit. Unlike 
the legalists, those of the Spirit show concern for each other’s welfare and seek to constantly 
invest in spiritual things. Read the passages below and record any phrases that stand out to you: 

 

a. Galatians 6:1–5 
 
 
b. Galatians 6:6–10 
 
 
c. Galatians 6:11–14 
 
 
d. Galatians 6:15–18 

 
 
 
3. 성령을 위하여 심는 최상의 방법들 중 하나는 기도를 통한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기회를 
지금 가지십시오.     One of the best ways to sow to the Spirit is through prayer. Take the 
opportunity now to sow to the Spirit. 

 
 
 
 
 

성령성령성령성령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심는심는심는심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성령으로부터성령으로부터성령으로부터성령으로부터 영영영영존하는존하는존하는존하는 생생생생명명명명을을을을 거두리라거두리라거두리라거두리라. 

He that sows to the Spirit will of the Spirit reap everlasting life. 
갈라디아서 Galatians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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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일일일일: 갈라디아서 6:1-5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Galatians 6:1–5 
 
1. 갈라디아서 6:1절을 사용하여 어떤어떤어떤어떤 죄죄죄죄를를를를 범한범한범한범한 사람에 관한 다음 질문들에 답하시고, 이것이 죄에 
무감각하거나 죄를 짓기로 결심한 사람이 아니면서 죄에 빠진 사람에 관한 것임을 주목하십시오: 

  Use Galatians 6:1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concerning a person overtaken in any trespass, 
noting that this refers to someone who has fallen into sin, not someone who is hardened and 
determined in sin: 

 
a. 죄죄죄죄에에에에 빠진빠진빠진빠진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What should be done for the person that is overtaken? 
 

 

b. 누가 그를 위해 이것을 할 것입니까? Who is to do this for him?  
 

c. 그는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How should he be restored? 
 

d. 사람이 그를 회복시킬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What should the person restoring him consider? 

 

(1) 이 구절의 바울의 권고로부터 무엇이 가장 당신에게 두드러집니까?  
What stands out to you most from Paul’s counsel in this verse? 

 
(2) 이 태도와 갈라디아서 5:15절과 26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Contrast this attitude with Galatians 5:15 and Galatians 5:26. What do you see? 
 
 
2. 갈라디아서 6:2a절에 의하면, 믿는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6:2a, what are we to do as believers? 
 
 

a.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짐을짐을짐을짐을 질질질질 때, 그것이 무엇을 합니까? 갈라디아서 6:2b  
When we bear with others in this way, what does it do?  Galatians 6:2b 

 
(1) 요한복음 13:34-35절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법법법법을 말해보십시오.  

Use John 13:34–35 to remark on the law of Christ. 
 
 
3. 갈라디아서 6:3절의 바울의 경고와 로마서 12:3절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당신의 생각들을 나누십 
시오.      Link Paul’s warning in Galatians 6:3 with Romans 12:3. Share your thoughts. 

 
 

a. 자만심이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법을법을법을법을 성취성취성취성취하려는  누군가의 능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How could conceit affect someone’s ability to fulfill the law of Christ? 

 
 

4.  우리자신이 무무무무엇이나엇이나엇이나엇이나 되는되는되는되는 줄줄줄줄로 생각하는 대신에, 우리가 무엇을하도록 격려합니까? 갈라디아서  
6:4-5 Instead of regarding ourselves as something, what are we encouraged to do?  Galatians 6:4–5 

 
 
5. 갈라디아서 6:5절에 따르면 당신은 누구의 행실을 책임져야 합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6:5 whose behavior are you responsible for? 
 
 
6. 오늘 공부한 것으로부터, 어떤어떤어떤어떤 죄죄죄죄에에에에 빠진빠진빠진빠진 믿는자에게 접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From what you’ve studied today, what is the best way to approach a believer who is overtaken in 
any tres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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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일일일일: 갈라디아서 6:6-10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Galatians 6:6–10 
 
1.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배우는배우는배우는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6절 

What should the person who is taught the word do?  Galatians 6:6 
 

a. 여기서 사용한 나눈다나눈다나눈다나눈다에 대한 헬라어 코이노니오코이노니오코이노니오코이노니오는 친교와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5:17절과 연결하여 보고 관찰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The Greek word used here 
for share is koinonio, which denotes fellowship and giving. Link this with 1 Timothy 5:17 and 
record your observations. 

 
 

2. 갈라디아서 6:7절에서 바울은 어떤 중요한 경고와 원칙을 말했습니까?  
What important warning and principle did Paul set forth in Galatians 6:7? 

 
 

a. 이 구절은 일반적으로 삶에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How does this verse pertain to life in general? 

 

(1)  왜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속이는 것입니까? Why is it deceptive to think otherwise? 
 

b. 이 구절은 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 사람사람사람사람과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How does this verse pertain to him who teaches? 

 

c. 이 구절은 배우는배우는배우는배우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가 있습니까?  
How does this verse pertain to those who are taught? 

 
3. 갈라디아서 6:8절에 따르면, 아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Galatians 6:8, what is the outcome of:  
 
a. 육신육신육신육신을 위하여 심는 sowing to the flesh  

 

b. 성성성성령령령령을 위하여 심는 sowing to the Spirit 
 

(1). 고린도후서 9:6-11 절을 읽으십시오. 당신은 성령성령성령성령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심도록 어떻게 동기를 받았습니  
까?   Read 2 Corinthians 9:6–11. How are you motivated to sow to the Spirit? 

 
 

(2). 성령성령성령성령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심을 수 있는 방법들 몇가지를 열거하여 보십시오. 
Cite a few ways you can sow to the Spirit. 

 

4. 심고 거두는 원칙을 마음에 두시고,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말아야말아야말아야 합니까? 갈라디아서 6:9a절 
  Mindful of the principle of sowing and reaping, what are we not to do?  Galatians 6:9a 
 

a.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낙심하지낙심하지낙심하지낙심하지 않으면않으면않으면않으면 어떻게 축복을 받을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6:9b절 
How will we be blessed if we do not lose heart?  Galatians 6:9b 

 

(1) 이 약속이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을 줍니까? 히브리서 6:10절을 또한 보십시오. 
How does this promise minister to you? See also Hebrews 6:10. 

 

5. 이 확실한 약속 때문에, 갈라디아서 6:10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권고합니까?  
Because of this sure promise, what are we exhorted to do in Galatians 6:10? 

 

6. 성령성령성령성령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심은심은심은심은 결과들을 경험하신 때를 나누십시오.  
Share a time you have experienced the results of sowing to the Spirit. 
 

7.   당신은 누군가에게 성령성령성령성령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심심심심도록도록도록도록 어떻게 격려하시겠습니까?    
How would you encourage someone to sow to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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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일일일일: 갈라디아서 6:11-14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Galatians 6:11–14 
 
1. 대부분의 바울의 편지는 제자가 받아 썼습니다. 이 편지는 무엇이 특별합니까? 갈라디아서 6:11 
  Most of Paul’s letters were dictated to an assistant. What is special about this one?  Galatians 6:11 
 
 
 

a.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십니까?  
What do you think he was seeking to convey? 

 
2. 갈라디아서 6:12절을 새 생명 번역서는,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할례할례할례할례 받받받받도록도록도록도록 강요강요강요강요하하하하는는는는 자들은자들은자들은자들은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잘잘잘잘 

보이기를보이기를보이기를보이기를 원했습니다원했습니다원했습니다원했습니다. 그들은그들은그들은그들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십자가십자가십자가십자가 만이만이만이만이 구원할구원할구원할구원할 수수수수 있다는있다는있다는있다는 가르침가르침가르침가르침 때문때문때문때문에에에에 박박박박해해해해 받기를받기를받기를받기를 

원치원치원치원치 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않습니다 로 읽습니다.       Galatians 6:12 NLT reads, Those who are trying to force you to be 
circumcised want to look good to others. They don’t want to be persecuted for teaching that the cross of 
Christ alone can save. 

 
a. 누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할례할례할례할례 받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까?  

Who were compelling the Galatians to be circumcised? 
 
 

b. 그들이 이것을 했던 두가지 이유들을 적으십시오.  
Note the two reasons they did this. 

 
 

(1) 이 동기가 이 사람들에 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this motivation reveal about these men? 

 
 
3. 바울은 할례받은할례받은할례받은할례받은 자들자들자들자들에 관하여 무엇을 지적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13a절 

What did Paul point out about those who are circumcised?  Galatians 6:13a 
 
 

a. 그럼에도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원했습원했습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6:13b절 
Yet what did they desire?  Galatians 6:13b 

 
(1) 이 위선에 대해 의견을 말하십시오.  

Remark on this hypocrisy. 
 
 
4. 반면에 바울의 유일한 자랑자랑자랑자랑은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14a절 

By contrast, what was Paul’s only boast?  Galatians 6:14a 
 

a. 갈라디아서 6:14절을 새 생명 번역서에, 나로서는나로서는나로서는나로서는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십자가십자가십자가십자가 외에는외에는외에는외에는 결코결코결코결코   

아무아무아무아무 것도것도것도것도 자랑하지자랑하지자랑하지자랑하지 않으리라않으리라않으리라않으리라. 그그그그 십자가십자가십자가십자가 때문에때문에때문에때문에 이이이이 세상에세상에세상에세상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나의나의나의나의 관심은관심은관심은관심은 십자가에십자가에십자가에십자가에 못박혔못박혔못박혔못박혔고고고고 

나에나에나에나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세상의세상의세상의세상의 관심관심관심관심도도도도 또또또또한한한한 죽었죽었죽었죽었습니습니습니습니다다다다 로 읽습니다. 십자가로 인한 바울의 진정한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Observe Galatians 6:14 NLT, As for me, may I never boast about anything 
except the cross of our Lord Jesus Christ. Because of that cross, my interest in this world has been 
crucified, and the world’s interest in me has also died. What was true of Paul’s life because of the 
cross?   

 
(1) 골로새서 3:1-4절을 사용하여 바울의 관점을 더 설명하여 보십시오.  

Use Colossians 3:1–4 to further explain Paul’s perspective. 
 
 

(2) 세상세상세상세상에 대한 당신의 관계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What do you desire your relationship to the world to be? 



 
 

5

제제제제 5일일일일: 갈라디아서 6:15-18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Galatians 6:15–18 
 
1. 갈라디아서 6:15a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할례는 아무 효력효력효력효력이 없다는 것을 되풀이 
했습니다. 대신에 무엇이 효력효력효력효력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15b 절    In Galatians 6:15a Paul 
reiterated that in Christ Jesus circumcision avails nothing. Instead, what avails?  Galatians 6:15b 

 
 

a. 이것을 고린도후서 5:17절과 연결시켜 보시고 이 진리에 대해 말하십시오.  
Link this with 2 Corinthians 5:17 and comment on this truth. 

 
 
 

(1) 왜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피조물피조물피조물피조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베소서 4:22-24절을 또한 보십시오. 
  Why do you think a new creation is necessary? See also Ephesians 4:22–24. 

 
 
 
 
2. 갈라디아서 6:16절에서 바울은 이이이이 규례를규례를규례를규례를 따라따라따라따라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자들에게 화평과화평과화평과화평과 자비자비자비자비에 대한 축복을 선언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15b절을 사용하여 바울이 말하고 있었던 규례를 설명하십시오.  
In Galatians 6:16 Paul pronounced the blessing of peace and mercy to those who walk according to 
this rule. Use Galatians 6:15b to explain the rule Paul was talking about. 

 
 

a. 이이이이 규규규규례례례례 가 어떻게 이런 결과에 이르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this rule would result in: 

 

(1) 화평화평화평화평 peace 
 
 

(2) 자비자비자비자비mercy 
 
 

b. 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이란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다스린다다스린다다스린다다스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이스라엘에 포함됩니 
까?     The title Israel means ruled by God. Who is then included in the Israel of God? 

 
 
3. 이제부터이제부터이제부터이제부터로 시작하는 바울의 갈망을 당신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갈라디아서 6:17a절 

In your own words write Paul’s desire from now on.  Galatians 6:17a 
 
 

a. 바울의 몸몸몸몸에 어떤 증거를 지니고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6:17b절 
What evidence did Paul’s body bear?  Galatians 6:17b 

 
 

(1) 고린도후서 11:23-28을 사용하여 이 표들표들표들표들에 대해 더 말해 보십시오.  
Use 2 Corinthians 11:23–28 to comment further on these marks. 

 
 
 

a. 바울에 관하여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두드러집니까?  
What stands out most to you concerning Paul? 

 
 
4. 갈라디아서 6:18절을 사용하여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한 바울의 마지막 축복을 적으십시오.  

Use Galatians 6:18 to record Paul’s final blessing upon the Gala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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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바울이 이 서신을 끝맺는 말로 왜 은혜은혜은혜은혜가 적합한 표현입니까?  
Why was grace an appropriate way for Paul to conclude this epistle? 

 
 
5. 하나님의 은혜은혜은혜은혜로 당신은 어떻게 축복받으셨습니까?  

How have you been blessed by God’s grace?  
 
 
 

제제제제 6일일일일: 복습 
SIXTH DAY:  Review 
 

1. 바울은 율법을 초월하여 은혜와 믿음의 우월성을 나타내는데 이 서신의 큰 부분을 충당했습니다. 
그는 그 다음에 믿는자들에게 성령성령성령성령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주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부터 다음 구절들을 사용하여 이 방법들을 적으십시오: Paul dedicated a large portion of 
this epistle to demonstrate the superiority of grace and faith over the law. He then gave the 
believers practical ways to walk in the Spirit. Use the following verses from Galatians 6 to note 
these ways: 

 

a. 1절 
verse 1 

 
 
       b. 2절 

verse 2 
 
 

       c. 4-5절 
verses 4–5 

 
 
 

      d. 6절 
verse 6 

 
 

       e. 9절 
verse 9 

 
 

       f. 10절 
verse 10 

 
 
 
2.   이 권고들에 비추어 볼때, 당신은 성령성령성령성령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하도행하도행하도행하도록 어떻게 격려를 받으셨습니까?   

In light of these exhortations, how are you encouraged to walk in the Spirit? 
 
 
 
 
 

선을선을선을선을 행하다가행하다가행하다가행하다가 낙심하지낙심하지낙심하지낙심하지 말지니말지니말지니말지니, 

쓰러지지쓰러지지쓰러지지쓰러지지 아니하면아니하면아니하면아니하면 때가때가때가때가 되어되어되어되어 거두리라거두리라거두리라거두리라. 

Let us not grow weary while doing good, 
for in due season we shall reap if we do not lose heart. 

갈라디아서 Galatians 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