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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성경융 주셨는지에 판혜

의아하게 생각해 보신 척이 있융니까? 성경용 혹시 천사들

에 의해서 조립되었융니까? 혹은 어떤 사랍이 그것융 “발견

하도록” 기다리며 방치되어 있었읍니까 ? 혹은 어떤이가 결

국 우리에게 자기 철학올 주기 위해서 연구하고 탑구하면서

자기의 전 생얘를 보냈옵니까?

하나님온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

중 어떤 것도 사용치 않으셨융니다. 대신에，하나님께서는 소

위 성경이 란 책율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수백년 세월에 걸

쳐 각계 각총의 보통 사랍들을 사용하셨융니다. 그들이 기록

할 때의 합치정파 조화는 결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증거

인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방법은 기적입니다. 성경의 보존 역시 기적

입니다. 한 선지자가 왕이 어떻게 예언서률 가지고 가서 불

속에 집어 넣어 태워 버렸는지 말했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선지자에게 또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다시 모든 것을 쓰

라고 말씀하셨융니다(랭 36: 27-28). 하나님의 말씀은 파멸

될 수가 없었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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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에서 우리들은 성경에 관한 사실들과 성경을 기록하

는데 누가 사용되었으며 성경의 일부분이 다른 부분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모든 성경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공

부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올 보다 잘 알게 됨에 따라 우리

는 성경올 보다 올바르게 인식할 것이며 동시에 보다깊은 연

구를 위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요점

성경의 기원

성경의 전반적 구조

성경들간의 관계

성경의 상이한 번역판

이 과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뭘 요점

• 성경의 기원 및 구조를 셜명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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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이 구약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률 이해하게 함.

• 왜 모든 사랍들이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가를 인식하

게 함.

성경의 기원

정의와구분

목적 1.성경의 의미톨 정의하고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
는가톨 밝히십시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책으로 된 실로

작은 도서관입니다. 우리는-그것을 성경， 성서 혹은 하나님

의 말씀이 라고 부릅니다.

성경 (Bible) 이란 말은 “책들”율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

다 (Holy) 란 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한다”

는 뜻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거룩합니다.

‘;=
~~ 연구과제

다음 연습문제 각각에 대한 정답을 고르십시요.

1 성경은 모두 몇 권입니까?

a) 29
b) 39
c) 66
d)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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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책의 제목이 성경 (Holy
Bible) 입니다.이것은 다음 중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a) 성인들의 책

b) 2개의 고대책올 포함함

c)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함

여러분의 해답을 점검해 보십시요.

저자들과 영감

목적 2. 성경 저자는 모두 몇 명이며 그률이 성경의 책률

옳 어떻게 썼는지 상기하십시요.

대략 40명의 사랍들이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감

을 받았읍니다. 이들 중 어떤 사랍들은 한 권 이상을 썼옵니

다，몇몇 책은 그 저자의 싸인이 없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모

릅니다.

하나님의 영감올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저자들에게 하나님

께서 그들이 쓰기를 원하신다는 생각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

올 의미합니다.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성경은 하

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융니다.이들 저자

들은 그들의 저작에 관해서 서로간에 상의할 수가 없었을 것

입니다.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다 같온 시대에 살았던 것이 아

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책들은 그리스도 출생 1.500년 전에
기록되었고 마지막 책은 그리스도 이후 약 100년 후에 기록

되었옵니다. 성경의 이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올 거록하다고 일컬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저자들 중에는 왕. 어부，노동자， 정치인， 군인 및 종교적

지도자， 농부，상인 및 시인이 있었융니다. 비록 그들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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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서로 다른 관심과 배경파 다른 지방에서 왔지만 그

들온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똑갈은 주제에 판해서 썼융니

다.이 주제는 하나님파 인간과의 판계입니다.

모순이 없는 이 모든 책 전체의 질서는 성경이 단 한 명의

중요한 저자，즉 여러 다른 사랍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만융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융니다.

다옴온 여러분이 암기해 두기에 좋온 귀절입니다.

예언온 언제든지 사랍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의 강동하심을 입온 사랍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

니라(맹후 1: 21).

•••

‘-좋 연구과제

3 다옴 문장을 가장 잘 완성시키는 대답을 선택하십시

요.우리가 성경은 영갑받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

합 때，성령이 저자들에게 감명올 주어 다용 충 무엇

융 하도록 했옴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a) 무엇을 쓸까에 관해서 서로간에 상의한다.

b)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융 기록한다.

다융 질문 각각얘 정답을 선택하십시요.

4 첫번째 성경책이 기록되어진 때부터 마지악 성경 혜이

기록되었을 때까지의 기간온?

a) 약 50년 b) 약 500년 c) 약 1，600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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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성경올 쓰도록 감명올 주셨융

니까?

어 서로 만나 함께 사역한 40명의 사람들

b) 40명의 제사장파 선지자

이 서로 다른 배경의 66명의 사랍들

에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고 서로 다른 기간의 대략 40
명의 사랍들

6 이 사람들이 똑같은 주제에 관해서 썼으나 서로 모순

이 안된 이유는?

a) 하나님이 진쩌 저자이며 그들은 쓸 때 성령의 통제

를 받았기 때문에

b) 각자는 그 다음에 오는 저자들을 위해서 지시사항

을 남겨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해답을 정겸해 보십시요.

성경의 전반적인 구조

목적 3. 구약과 신약과의 차이점을 적어도 3가지톨 인식

하십시요.

2명의 사랍이나 2개의 국가가 어떤 륙뿔한 약속을 하기률

원할 때，그들은 조약 혹은 협정이라 일컬어지는 문서를 쓸

수 있옵니다. 일단 그 조약이 조인이 되면 위반해서는 안됩

니다.

계약이란 말은 조약， 약정 혹은 계약을 의미합니다. 성경

은 신약파 구약이란 2개의 계약으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하

나님께서 인간과 맺은 약속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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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성경 첫장 1쩨이지에서 각책이 시작되는 페이지

수롤 밝히는 신구약 책들의 이륭 목록표훌 발견할 것입니다.

여러분온 구약천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옴에 신약전서가 있

는 것융 주목합 것입니다.

구약온 히브리 사랍 혹용 이스라앨 사랑이라고 일컬어졌던

유대인에게 주어진 것이었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

시어 그의 진리홈 받게 하시고 그것융 기록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하시었융니다. 구약은 회랍어로 기록되

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가 유대인의 언어였기 때문이었융

니다.

구약온 천지창조에서부터 새로운 약속을 하실 구세주 강림

까지의 하나님과 인간과의 판계에 대한 역사 및 기간을 다루

고 있융니다.

신약온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

아들이는 모든 사랍률파 체결한 새로훈 계약 혹온 약속의 역

사 및 조건들융 다후고 있융니다. 신약온 예수 그리스도 생

얘의 이야기이며 또한 그가 가르치신 것을 기록하고 있옵니

다.

신약이 기륙되었융 당시 회랍어가 보흉 알려진 언어였옵니

다.이 새로운 약속이 유대인만융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

랍들융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신약온 회랍어로 기록되어 대

부분의 사랍률이 그것을 읽을 수가 있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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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연구과제

다음 연습 문제의 정답을 선택하십시요. 9번은 정답이 한

개 이상입니다.

7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가 구약이라고 알고 있는 약속을

받기 위해서 누가 선택 되었융니까?

a) 히브리 사랍들 (이스라엘 사랍들)

b) 기독교인들
c) 회랍 사랍들

8 예수 그리스도률 그들의 구세주로 받아들인 사랍들파

하나님께서 체결한 계약의 규정 및 조건들이 다음 중

어디에 있융니까?

a) 구 약

b) 신 약

9 구약과 신약은 다음 중 어떤 정에서 다릅니까?

a) 구약은 회랍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쓰였졌읍.

b) 구약은 보다 많은 책을 가지고 있음.

c) 구약온 륙뿔히 유대인을 위해 쓰여졌음.

d)구약온 신약을 쓴 사랍들과 다른 저자에 의해 쓰여

졌음.

e) 구약은 역사적으로 거의 다른 기간의 책이다.

여러분의 해답을 점검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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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들간의 관계

목적 4. 신약이 어떻게 구약율 성휘하는지에 대한 보기

톨 드십시요.

구약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

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

은 약속，측 영원한 약속을 이룩하기 위해 오실 때까지의 감

정적인 약속이었융니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약속，즉 신약시

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읽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신약옹 구약을 바탕으로 삼고 있융니다. 그것은 2개의 약

속 판계률 껄명하고 있융 뽕만 아니라 많은 구약의 예언들을

성취한 것율 이야기하고 있옵니다.

예률 들면， 구약 미가서 (5장 2절)에 구세주께서 유대 베

들레앵 도시에서 출생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옵니다. 신약

마태복음 2장 l컬에 주 예수께서 베들레행에서 출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읍니다.

구약 시편 22편 18절에 사랍들이 구세주의 겉옷을 나누며 속

옷을 제비뽑을 것이라 기록되어 있융니다.예수께서 십자가에

서 돌아가실 때.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갔옵니다. 마태

복음 27장 35절에 “저회가예수를 십자가에 뭇박은 후에 그 옷

을 제비뽑아 나누고”라고 기록되어 있옵니다.

들 수 있는 보기가 수백개 있융니다. 신약에서 성취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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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의 모든 예언들올 밝히는 특병한 책들이 편집되었옵니다.

구약만큼 오래된 책이 매우 오랜 세월 동안 보존됐다는 것

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올 받아 그것을 보폰하여

다른 나라 국민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이 선택한 사랍들에게

감사해야 되겠읍니다.

‘-좋 연구과제

10 올바른 말 앞의 부호에 。표 하십시요.

a 구약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원어볼 필요가 없다.

b 신약은 오늘날 사랍들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지 만 구

약도 역시 우리에게 중대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

c 신 구약 둘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계

시인 것이다.

11 어떤 사랍들에게 우리는 성경에 대한 특병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 ←←
←← --- ••••••••••••••••••••••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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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구약의 예언들과 그것들의 성취를 기록한 신약의 인용
문파를 연결하십시요. 각 예언 앞에 공백에 신약의 인
용문 번호를 쓰십시요.

1)계 5:5
2) 마 21: 4
3) 녹 1: 17
4) 마 26: 15
5) 녹 32: 50-51

6) 마 1: 1
7) 마 1: 23
8) 히 5:6
9) 녹 1: 31

.... a 삼하 7: 13- 영훤한 왕， 다윗의 자손

.... b 창 49: 10- 유다의 왕족으로부터

.. C 시 110: 4- 멜기세댁같온 제사장

.... d 사 7: 14-처녀에게서 잉태함

.. e 사 40: 3- 그의 선구자 요한이 소리쳐 가로되 “여호

와의 길올 예비하라”

... f 사 7: 14-그의 이륨， 엄마누앨

.... g 속 9: 9- 나귀타고 예루살행 성에 들어오시다 .

..h 속 11: 12- 은 30에 팔았다 .

..\사 53: 9- 부자 무덩에 장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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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다른 번역판

다른 언어

목적 5. 한개의 언어 이상으로 된 성경이 필요한 이유톨

설명하십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랍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

기들의 구세주로 영접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뱅후 3: 9). 이
것이 하나님의 바랩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

랍이 그의 말씀을 이해 하기를 원하심올 알고 있융니다. 이

런 이유때문에 구약은 유대인올 위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되

었고 신약은 전 세계를 위해서 회랍어로 기록되었옵니다.

오늘날 우리들 대부분은 히브리어나 회랍어를 모르기 때문

에 성경이 우리 언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으면 이해하는데 애

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언어로

된 어떤 것올 원을 때 단순한 것조차잘 알 수 없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경올 공부하고 가르치고 번역하고 출
판하는 것입니다. 항상 새로운 번역 작업을 하는 성경 협회

가 있옵니다.성경은 약 1.3007~의 다른 말로 번역되었읍니다.

새로운 번역이 완성되면 이것은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이

자기네들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

척 즐겁습니다. 아직도 성경이 번역이 안된 수백개의 언어가

있옵니다. 이 번역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어 그들의

위대한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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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 연구과제

13 다옴 문장을 정확하게 완성하는 말 앞의 부호에 。표
하십시요. 세계는 성경의 많은 다른 번역판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유는?

a)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랍들이 그의 말씀을 이해하

기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b) 대부분의 오늘날 사랍들이 회랍어나 히브리어률 얽

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c) 우리 자신의 언어로 기록된 것을 이해하기가 더 쉽

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해답올 점겸해 보십시요

다른 번역판

목적 6. 번역판의 의미톨 정의하고 상이한 번역판들이 존
재하는 이유톨 얼명 하십시요

언어들온 변화하기 때문에 하나의 륙정한 언어로 된 성경

에 대한 한개 이상의 번역판이 있옵니다. 하나의 번역판이 낡

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말은 새로운 말，즉 일상회화에서 사용되는 말로 대치되는 것

입니다.

새로운 개정판올 만든다는 것은 성경의 의미나가르침을 바

꾸기 위한 시도가 아닙니다. 모든 번역판은 구약이든 신약이

든 개신교든 천주교든 근본적으로는 같은 성경입니다.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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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은 왼래의 회랍어나 히브리어 사본에 있는 정확한 뜻을

전달하고자 노력해 왔옵니다.

영어 번역판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킹 제임스 번역

판 (KJV) 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역사가 수백년 되었고 가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이 교재는 오늘날의 영어번역

판 (TEV) 에서 인용하고 있읍니다. 재미있는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빌립보서 3장 1절을 2개의 번역판으로 한번 봅시다

“Finally，my brethren ，r밍oice in the Lord.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to me indeed is not grievous，
but for you，it is safe" (킹제임스 번역판).

“In conclusion ，my brothers ，be joyful in your union
with the Lord. I don’t mind repeating what I have
written before，and you will be safer if I do"( 오늘날의

영어 번역판)

어떤 독자들은 현대 언어가 이해하기 더 쉬운 것이라 여기

지만， 반면에 다른 독자들은 옛날 번역판의 풍요합올 아직 더
좋아하고 있융니다.

~h.

i‘ 연구과제

다음 연습문제에서 문장올 가장 잘 완성시키는 어귀 앞의

부호에 O표하십시요.

14 영어로 된 성경의 많은 다른 번역판이 있읍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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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역자들이 성경을 그들 자신의 교리와 일치시키

기률 원하기 때문이다.

b) 번역자들온 사랍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말로 성경

을 번역하기 때문이다.

15 우리가 성경 번역판에 관해서 말할 때 우리가 진정 말

하고자 하는 것온?

a) 제본의 질

비 번 역

이 어려운 단어들

16 얼마 안가서 아마도 우리들온 우리들의 말로 된 더 많

용 번역판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a) 성경 출판업자들이 돈을 벌기를 원하기 때문에

b) 언어와 단어의 뜻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경 (The Apocrypha)

목적 7. 위경에 관한 사실들을 인식하십시요.

성경의 몇몇 번역판들은 위경 즉 기원이 의심스러운 많은

책들올 포함하고 있옵니다 비록 이런 책들이 역사적인 내용

특히 구약파 신약 사이의 약 400 년 기간 동안의 내용올 내포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자료 모두가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은 확실히 하나님 영감의 증거가 결핍 되어

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구약올 형성하는 유대인의 성서의 일

부분으로 인정되지 않았융니다.

이런 책의 수집올 “숨겨진 것들” 이란 의미를 지닌 회랍어

에서 파생한 위경이라 명명했옵니다. 이런 책들은 보통 사람

들이 이해하고 진가를 아는 능력 밖의 것으로 생각되었고 반

면에 성경은 우리 모두가 유익하게 즐기는 것으로 생각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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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인정되고 있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랍이 구원받고

“친랴률 알게 되기를"(담전2: 4) 원하십니다.

~A

i셋 연구과제

다음 문장 각각에 정확한 완성올 선택하십시요.

17 위경 (apocrypha) 이란?
a) “숨겨진 것들”올 의미함

b) “의심스러운”을 의미함

c) “준 역사적”올 의미함

18 성경의 대부분의 번역판들은 위경올 포함하지 않습니

다.그 이유는 이 기록들이

a)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비 하나님의 영감의 중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

다.

c) 번역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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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여러분의 해답을 점검해 보십시요.

림
옴

옴

1 c) 66
10 a) 툴

b) 옮
c) 옳

2 c)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합

11 하나님이 선택한 사랍들에게

3 비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기록한다.

되

1
5

6

죄

n
잃

4

표

%

1
5

5
1
1
I
긴
%
ω

잃

마
계

히
」
속

녹
마

마

마
」
속

히
U
m
mm
m잉
끼
낀

μ
잉

a
b

c
d

e
f

g
h
i

u

약 1.600 년

13 세 가지 모두 세계가 성경의 많은 번역판을 필요로 하는

이유가 됩니다.

4 c)

5 d) 서로 다른 직업을 가졌고 서로 다른 기간의 대략 40명
의 사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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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b) 번역자들은 사랍들이 이해하기 더 쉬운 말로 성경올 번

역하기 때문입니다.

6 a) 하나님이 진짜 저자이며 그들은 쓸 때 성령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15 비 번 역

7 a) 히브리 사랍들 (이스라앨 사랍들)

16 b) 언어와 단어의 뜻이 변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8 b) 신 약

17 a) “숨겨진 것들”

9 모든 답이 옳습니다.

18 b) 하나님의 영감의 중거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