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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온 무서웠융니다. 무시 무시한 폭풍우가 몰아쳤고，

그들의 동료들 중의 몇 사랍은 물에 빠져 죽었융니다.그률은

어쩌할 바률 률뤘으며， 알 수 없는 질문률이 그들을 괴롭혔

융나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항해가 얼마나 걸
려야 몰아 날것인가? 그들이 그들의 본국으로 갈 길은 언제

찾올 수 었을 것인가?

이 사건은 1492얘 일어날고. 이 배의 션장인크리스토퍼콜

럼버스는 그들의 질문톨에 대답할 수 없었융니다. 그는 인도

훌 찾기 위혜서 혜도도 없는 대서양올 건너는 길에그들율데

리고 갔융나다. 그대신. 그는 아메리칸에 있는 한 섬융 발견

하였융니다. 거기서 그와 그의 선원들온 신선한 률을 발견하

여 그틀의 생명융 구해 냈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온 오늘날 반복될 수 없을 것입니다.그들

의 노쟁에 방향융 제시해 주는 갱확한 해도들파 지도를 가진

션장들온 그들의 길을 절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벼록 아직 육지에 있용에 도 불구하고. 많은 사랍들온 자신

융 폭흥에 휘말린 바다에서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고 있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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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그들온 그들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있융니다.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길을 잃어버렸는가? 나는 언제 바른 길

을 핫을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틀을 률으셨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성경을 우리에

게 주셨융니다.

해답올 구하기 전에，함께 위대한 성경올 봅시다.우리는 성

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

지률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과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요점

성경의 기원과 구조

성경의 목쩍

이 과에서 여러문에게 도움이 될 요점

• 성경의 기원과 구조률 셜명

• 성경을 주신 방법과 이유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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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의 기원과 구조

목적 1. 성경의 기원과 기본구조를 설명한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온 도

서관과 같습니다.성경의 첫째 부분은 39권융 담고 있는 구약

성경입니다. 둘째 부분은 Z1권을담고 있는 신약성경입니다.

약 40명의 저자들이 1.600년 이상 걸려 이 책들올 기록하

는데 열중하였융니다. 성경온 이 사랍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랍들이었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융니다. 그들은 왕들파

농부들， 시인들과 상인들. 군인파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융

니다.그들은 다른 배경.다른 도시 그리고 다른 관심들이 동

기가 되었융니다.

성경의 책들온 역사.예언， 시와 같은 여러가지 주제들을

담고 있옵니다. 성경온 노래들파 잠언이라 부르는 지혜로운

말씀들을 가지고 있옵니다. 성경온 젊온이와 노인에게 흥미

률 주는 이야기들올 담고 있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온 함

께 조화되어 있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중심 주제인 하

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i셋 연구과제

이 연구과제 하나 하나의 질문들파 연습문제들이 여러분이

이미 배운 것율 복습하고 적용하는데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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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문장들에서 빠진 용어들융 채우십시요

a. 성경은 다른 배경들을 가진 .....•.........명의 사랍들에

의해 기록된 권으로 구성되어 있옵니다.

b. 성경은 년 이상의 기간을 걸쳐 기록되었융니다.

c. 성경이라 부르는 첫번째 부분에는 권이

있고 성경이라 부르는 두번째 부분에는

권이 있융니다.

여러분의 해답올 이 파 마지막에 있는 해답들과 대조해 보

십시요.

성경의 목적

목적 2. 하나님의 영감의 측면율 인정한다.

아마 여러분은 이 과의 첫번째 부분에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았올 것입니다.하나님이 성경율 우리에게 주

셨융니다.그러나 성경은 사랍이 기록했다고 말하고 있융니

다.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융까요?

성경올 기록한 40명의 사랍들온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융니

다.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록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

령이 저자들의 마옴과 사상에 감동하게 하였다는 것융 의미

합니다.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융니다.이 귀절유 또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합파 의로 교육하기 위하여 주어졌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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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말씀하고 있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행복을 원하시기 때문에 바른삶을

위해 지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원리들올 따

라 살지 않을 때 우리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올 알고 계

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몸파 특히 영이 고통을 받습니다. 우

리 자신들에게 주는 상처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의 말씀

을 바싹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며 그의 길이 우리률 위한 최선임을 이해

하게 됩니다.

해도나 안내서처 럼，하나님의 말씀온 도움과 힘을 얻도록

우리를 위해 기록되었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면에서 우리

에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지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얼
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

•••

~~

좋 연구과제

다옴 두 연습문제에서， 가장 완전한 문장 앞에있는 글자에

O 표하십시요.

2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고 우리가 말할 때，

a) 그것은 하나님에 판해서 말하고 있옵니다.

b) 하나님께서 기록할 사상을 저자들에게 주셨융니다.

c) 이것온 가치있는 종교척인 역사를 포함하고 있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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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자들이 같은 주제로 썼어도 서로 모순되지 않는 이유
」=，
a) 하나님이 실재적인 저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

에게 주신 사상들을 기록하였옵니다.

b) 각 사랍이 다음 저자들을 위한 지사들을 납겨 놓았

옵니다.

4 하나님께서 성경올 우리에게 주신 옳은 이유들의 앞에

있는 글자에 。표하십시요.

a 그는 우리의 최고의 행복올 원하고 계십니다.

b 그는 바른 삶을 위한 지시를 주시기를 원하셨융니다.

c 그는 그를 알기 엔 그가 너무 위대함올 우리가 인식하

기를 원하셨옵니다.

d 그는 우리와 관계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며 그

리고 우리에게 그가 누구이심올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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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r 여러분의 해답올 대조하십시요.

여러분의 연습문제의 해답들은 통상의 순서에 따라 주어진

것이 아닙나다. 그톨은 혼합되어져 있으므로 여러분이 여러분

의 다음 질문얘 예정시간 보다 속히 해답을하지 못할것입니

다. 앞서 보려고 하지 마십 시요.

1 a 40
66

b 1600
b 구약

JS9
신약

27
a s)하나님이 실찌적인 저자이 셨고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애

게 주신 사상들을 기록하였융니다.

2 비 하나님께서 기록할 사상을 저자들에게 주셨융니다 .

.( a 그는 우리의 최고의 행복올 훤하고 계십니다.

b 그는 바른 삶융 위한 지시률 주시기를 원하셨융니다.

d 그는 우리와 관계를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계시 며 그리

고 우리에게 그가 누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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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올 위한 노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