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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갈.서론.1:1-5 

 

1. 저자(author): 사도 바울 

 

2. 수신자: 갈라디아 교회들 

 

3. 연도: 주후 49년; 예루살렘 공회 전(사도행전 15:1-29) 

 

4. 핵심 내용:  

a. 바울의 사도 자격에 대한 변론 

b.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설명  

 

 

은혜의 복음의 기원 (1:1-5) 

The Origin of the Gospel of Grace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1.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복음 

a. “not from men nor through man”  

 기관(men)이나 개인(man)에 의하지 않은 

b. “예수 그리스도와”   

1) 복음의 내용 

2) 그리스도인 예수  

c.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1) 복음의 내용  부활  

2) 복음의 기원  하나님 아버지  

3) 아버지이신 하나님 =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주권자 

2.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의한 사도직 

a. 사도: “보냄을 받은”  누가 보냈는가? 

b. 고린도전서 15:8-11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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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1:2-3)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1.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바울 개인만이 아닌 속한 공동체에서  

2. “갈리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a. 개인이 아닌 교회들에게 주어진 서신 

b. 여러 교회에 퍼진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 

3.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믿는 자들을 귀속시키는 하나님(아버지)과 주(예수 그리스도) 

4.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a. 사도 바울의 대표적인 인사와 축원  

b. 은혜 다음에 따르는 평강 

 

(1:4-5)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1. “그리스도께서”  사명자 

2.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a. 사명: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위한 희생물로 받치기 위함 

b. 대상: “우리”  for me 

c. 마가복음 10:45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d. 이사야 53:5-6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3. “자기 몸을 주셨으니”  

a. 뜻과 마음에 보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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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뜻과 마음이 있는 곳에 몸이 간다. 

c.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려 몸을 주셨다. 

4.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a. 보내신 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b.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길  성경 

5.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a. 희생의 목적: 구원(to pull out, rescue, deliver, save) 

b. 구원의 목적: 이 악한 세대에서  

c. 디도서 2:14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송영(doxology)  

7. “아멘”  truly, verily 

8. 디모데전서 2:4-7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7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