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의 구성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약 39 권 신약 27 권 총 66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구구단 3 x 9 = 27 을 연상하면 됩니다. 성경 신구약은 다시 그 주제와 성격으로 또는 저자와 그
대상으로 구분하는데 그 중 비교적 자세하게 분류된 것을 여기에 소개합니다.
1) 구약
1.

율법서 –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 권)
모세 5 경이라고도 불리며 크게 분류할 때 역사서로 간주합니다. 우주와 인간의 창조,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과 그 조상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

역사서 –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12 권)
약 1,000 여년에 걸친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시가서 –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 권)
많은 영적 교훈과 위로를 주는 말씀들이 문학적 작품으로도 손색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

선지서 (17 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끊임없는 불신과 배교에 대해 경고하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 대선지서 –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5 권)
나. 소선지서 –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12 권)

2) 신약
1.

복음서 –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 권)
복된 소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기, 고난, 죽음, 부활, 승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관점이 비슷하여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2.

역사서 – 사도행전 (1 권)
예수님의 승천 후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 기독교가 창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서신서 (21 권) 사도들이 교회나 개인에게 쓴 편지로 교리와 신앙생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 바울서신 (13 권)
ㄱ. 옥중서신 –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 권)
바울이 로마(에베소 또는 가이사랴라는 주장도 있음)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으로 핍박
받던 당시의 상황아래 성도들의 믿음생활을 독려하고 교회의 분열을 막고 일치를 이루기 위한
가르침들을 특정교회(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와 특정인(빌레몬)을 위해서 편지로
기록하였습니다.
ㄴ. 목회서신 –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3 권)
교회를 지도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침을 특정인에게 편지로 기록하였습니다.
ㄷ. 교리서신 –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6 권)
특정 교회들을 위하여 교리와 신앙생활에 관한 교훈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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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동서신 –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요한 1 서, 요한 2 서, 요한 3 서, 유다서
(8 권)
공동서신은 바울서신을 제외한 서신서들로 모든 교회를 향해 박해 중에도 능히 믿음을 지키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고 실제로
바울이라는 고증이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저자를 바울로 보아 바울서신 중
교리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4.

예언서 – 요한계시록 (1 권)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일어날 세상의 마지막과 재림 후의 영원한 세계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화롭고 복된 내세와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한 사탄의 추종자들이 처할 심판에 대해 예언한
신약의 유일한 예언서입니다.

3) 구약의 시대와 해당 성경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10 개의 시대로 구분하고 그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구약의 책들을 정리한
표입니다. 각 시대가 기원전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또는 각 책이 몇 년에 쓰여졌는지는 역사공부이고 성경의
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들의 연결과 그 시대들을 기록한 책이 무엇인가 우선 알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입니다. 따라서 이 표는 기록연대가 아니고 책이 서술하고 있는 시대에 중점을 맞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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