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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1	–	성경 개요 와 성경공부 방법
  

김 쥬디        06/09/2022 
암송구절:  디모데후서 3:16 쓰시고 암송하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경은 __________ 의 ___________ 이다. 

I.  구약 (39 권) 

가). 모세오경 (5권) 

구약의 처음 5권은 주전 1400년경에 모세에 의하여 기록되었다.  이 책들은 보통 ‘모세오경’ 또는 ‘Pentateuch” 라고 한다.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모세오경 각 권을 나열하십시오. 

1.  _______________ 시작에 관한 책: 창조, 인간, 죄, 구속, 하나님 백성 

2. ________________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심 

3. ________________ 제사와 정결을 통한 성결과 예배에 관한 제사법 

4. ________________ 하나님 백성의 계속되는 불순종과 40년 광야에서 의 방황 

5. ________________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준비시키는 모세의 위대한 가르침 

나). 역사서 (12권) 

이 책들은 주전 1400 ~ 450 년경에 기록되었으며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즉 히브리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일을 기록하였다. 
역사서 12권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  8._____________________ 

9. _________________ 10.  __________________ 11. ___________________  12.____________________ 

다)  시가서 (5권) 

다음 5권은 시가서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람들을 다루시는 모습을 시와 음악으로 기록한 책들이다. 각권을 나열하시오. 

1. ___________________ 하나님을 사랑한 한 사람의 고난과 충성된 믿음 

2. ____________________ 찬양과 교훈의 노래들 

3. ____________________ 매일 삶을 위한 하나님의 실질적 지혜 

4. 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 없는 세상과 삶의 허무함 

5. 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 사랑의 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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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선지서 (5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위임하신 사람이다.  이 책을은 소선지서보다 그 분량이 많기 때
문에 대선지서라고 부른다.  대선지서는 주전 750 ~ 550년경에 기록되었다. 

대선지서 5권을 순서대로 열거하시오. 

1. _________________2.___________________3. _________________ 4._________________ 5.__________________ 

마)  소선지서 (12권). 구약의 마지막 12권은 주전 840 ~ 400년 사이에 기록되었다.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  8._____________________ 

9. _________________ 10.  __________________ 11. ___________________  12.____________________ 

II. 신약 (27권) 

신약 즉 새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속자이심을 기록하고 있다.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알수있다. 

• 예수님의 생애 ,  구원의 방법,  기독교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가). 역사서 (5권) 

1) 복음서 (4권).   성경에 기록된 순서대로 복음서 각 권을 나열하시오. 

1. ____________________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록했다.  툭별히 유대인을 위해 썼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오랫동
안 기다려 왔던 메시아로 묘사했다.  

2. _____________________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의 삶으로 묘사했다.  이 책은 로마인들을 위해 썼다.   

3.  _____________________  그리스도의 생애를 완전한 인생으로 묘사했으며, 특별히 주님의 인성을 강조했다.  이 책은 누가가 
헬라 사람들을 위해 썼다. 

4.  ______________________ 그리스도의 생애를 하나님의 아들의 삶으로 묘사하며 주님의 신성을 강조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요 20:31)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초대 교회의 역사 (1권) 

1.  __________________교회의 시작과 확장에 관해 기록한 책으로 ‘성령행전’ 이라고도 한다.  주로 복음 전도 도구로 쓰였다. 

나). 서신서 (2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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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개인이나 교회 혹은 신자 전체에게 보내졌다.  이 서신들은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책임에 관한 모든면을 다루고 있다.   

다음 서신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1).  바을서신 (13권) 

1. 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 6. __________________ 7. ___________________     8. ______________________ 

9. _________________ 10. __________________ 11. ___________________  12. ______________________ 

13. _________________  

2)  일반서신 (8권) 

1. 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_4. _________________  

5.  _________________ 6.__________________ 7.___________________ 8.___________________ 

다)  예언서 (1권) 

신약의 마지막 책은 미래의 일들을 예언한다.   이 책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라고 한다.  

•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영광,  신자와 불신자의 미래 

III.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 누가복음 24:27   그리스도는 ______________________에 나타나 있다. 

• 요한복음 5:39                예수님은 성경이 “___________ 대하여 증거하는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성경은 왜 중요한가? 

예수님은 사탄에게 유혹 당할때 신명기 8:3 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으로 살 것이라” 고 말씀하셨다. (마 4:4) 

다음 구절들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히브리서 4: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 말씀이 하는 네가지 일은 무엇인가? (시 19:7-8)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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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공부 방법 

I.  성경을 알아야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할 5가지 이유를 적어보세요. 

1. 디모데후서 2: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베드로전서 2: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시편 11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시편 119:3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 시편 119:10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  성경을 아는 방법     

가)  듣기 :  로마서 10: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예수님은 어떤사람이 복되다고 하셨는가?  (눅 11: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말씀을 선포할때, 목사나 교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느 8:7-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나)  읽기:  계 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에 집중하라고 했는가? (딤전 4: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다)  공부하기 
• 시도행전 17:11 에서 베뢰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때 보여준 두가지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지혜와 명철을 찾는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잠 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라). 암송: 시 119:9,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알씀을 어떻게 기억하라고 하셨는가? 

• 신명기 11:18a, 11: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  묵상 시 1:1-3 을 읽으시고 주된 단어가 무엇인지 써보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말과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가? (눅 6:4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것외에, 말씀을 이해하기위해 또 무엇을 해야하는가?  (시 119:73,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