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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히브리서 개요

김혜천 목사

제목

초기 사본들의 이름이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단순한 형태로 나와 있다. 영어성경도 이런 경향을
반영하여 히브리인들 Hebrews 라고 되어 있고, 한글개역도 히브리서 라고 했다.
II.

저자와 기록 연대

1) 저자: 바울, 아볼로, 바나바, 누가, 브리스가와 아굴라 등 많은 후보자가 있지만 확실하지
않다.
2) 기록연대: 로마의 클레멘트가 처음으로 인용했다. 주후 96 년에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면서
히브리서를 적극 인용한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6470 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III.

히브리서의 기본 구성

1) 그리스도의 영적 지위: 그리스도의 우월성
a.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 (1:1-1:3)
b. 천사보다 뛰어남 (1:4-2 장)
c. 모세보다 뛰어남 (3:1-4:13)
2) 그리스도의 신적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의 우월성
a. 대제사장 그리스도 (4:14-7 장)
b. 새 언약의 중보 (8 장)
c. 새 언약 제사의 완전성 (9:1-10:19)
3) 그리스도인의 자세
a. 믿음의 능력 (10:19-11 장)
b. 소망의 인내 (12 장)
c. 사랑의 권면 (13 장)
IV.

신학적 집필 동기

1)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한다.
2)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
3) 기독교가 절대 진리의 종교임을 논증하기 위함이다.
V.

히브리서의 주제들

1) 그리스도는 만유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2) 오직 그리스도만이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다.
3) 성도는 단지 그리스도를 믿은 유아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신앙의 대상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 진리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서 믿음의 성숙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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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도의 생활은 믿음의 대상이시며 성도를 온전케 하시며 성화에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
5) 성도는 신앙생활 중에 받는 고난이 자신을 사랑하셔서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고난 중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극복해야 한다.
6)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경건한 생활에 힘써야 한다.
VI.

히브리서와 그리스도

1) 우월하신 인격을 지니신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신 그리스도.
2) 우월하신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
3) 신앙생활의 중심이신 그리스도.
VII.

히브리서의 핵심 단어, 핵심 절, 핵심 장

1) 핵심 단어: 믿음
2) 핵심 절 : 4:14; 11:1-2
3) 핵심 장 : 제 11 장
** 그리스도의 우월성은
1) 선지자 보다 우월하시다 (1:1-3)
2) 천사보다 우월하시다 (1:4-2:18)
3) 모세보다 우월하시다 (3:1-19)
4) 여호수아보다 우월하시다 (4:1-11)
5) 아론보다 우월하시다 (5:1-1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