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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 [3]

◈ 히브리서 7 ~ 9장

 

1. 히브리서 7장 : 멜기세덱

 1)멜기세덱과 그리스도(1~10) 

  (1)멜기세덱은 누구인가?(1~3)

   ①멜기세덱은 살렘 (           )이요 하나님의 (                   )이다.

   ②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었다.

    *창세기 14장 

   ③아브라함은 (                     )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④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으로 살렘(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평강의 왕이다.

    *예루살렘-평화의 마을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⑤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            )도 없고 (            )도 없고 (         )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2)멜기세덱의 위치(4~10)

   ①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주었다.

   ②레위자손으로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자들은 모든 백성에게 십분의 일을 받는다.

   ③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지 않았으나 아브라함에게 십분의 일을 취하였다.

   ④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을 볼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위에 있는 존재다.

   ⑤레위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친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멜

기세덱은 레위보다 위에 있는 존재다. 

 2)그리스도 제사장직의 필연성(11~28)

  (1)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의 출현은 불가피한 일이다.(11~12)

   ①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는 (                   )을 이룰 수 없다.

   ②제사장직은 율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율법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2)예수님의 제사장직(13~25)

   ①예수께서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이 없는 (                ) 지파 출신이시다.

   ②예수님은 육신을 따른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멸의 (                         )을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

   ③예수님은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증언을 받았다.(시110:4)

   ④율법(전에 있던 계명)의 연약함을 폐하고 더 좋은 소망(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심)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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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예수님의 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주어진 것이다.(시110:4) 

   ⑥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⑦일반 제사장의 수효가 많음은 그들이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나, 예수님은 영원히 계신다.

   ⑧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심으로 자신을 힘입는 모든 사람을 (                ) 구원하실 수 있다.  

  (3)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대제사장이 되신다.(26~28)

   ①예수님은 거룩하고 악과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시다.

   ②예수님은 (                  ) 제사를 드려 죄를 속하실 수 있다.

   ③율법으로 세워진 제사장은 연약함이 있으나 예수님은 영원히 (                 ) 제사장이시다.  

2. 히브리서 8장 :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1)옛 제사장 직무와 새 제사장의 직무(1~6) 

  (1)7장에서 설명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시다.(1~5)

   ①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②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분이다.

   ③예수님께서 땅에 속한 자였다면 제사장이 될 필요도 없으셨을 것이다.

   ④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다.

  (2)예수님은 (                             )의 중보자가 되셨다.(6)

  

 2)옛 언약과 새 언약(7~13)

  (1)옛 언약의 부족함으로 새 언약이 주어셨다.(7)

  (2)히브리서 기자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새 언약에 대해 설명한다.(8~12)

   ①예레미야의 말씀에 담긴 의미

    a.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새롭게 맺는 언약은 출애굽의 언약과는 다르다.

    b.출애굽의 언약을 받은 자들은 언약에서 떠나갔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제외되었다.

    c.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심을 약속하셨다.

    d.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다.

   ②히브리서 수신자에게 주는 메시지

    a.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옛 언약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언약은 다르다.

    b.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말씀에서 떠났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지 못한다.

    c.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약속하셨다.

    d.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         )를 의지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죄를 사해주신다.

  (3)새 언약은 영원할 것이고, 옛 언약은 낡아지고 없어져 갈 것이다.(13)

3. 히브리서 9장 : 옛 언약과 새 언약

 1)옛 언약의 불완전성(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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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첫 장막은 성소라 일컫고 둘째 휘장 뒤의 장막은 지성소라 부른다.(1~6)

   ①성소와 지성소 평면도

     

   ②성소와 지성소 입체도

     

   ③언약궤 (만나, 아론의 싹 난 지팡이, 만나)

     

  (2)둘째 장막(지성소)은 일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다.(7~10)

   ①지성소로 가는 길은 성소에 막혀 있듯이 옛 언약에 묶여 있으면 새 언약을 찾을 수 없다.

   ②옛 제사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사역의 (              )에 불과하다. 

   ③옛 언약은 육체의 예법(먹는 것, 마시는 것, 씻는 것)에 묶여 있기에 그 한계가 명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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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새 언약의 완전성(11~28) 

  (1)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11~14)

   ①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                        )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기서의 장막은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르킴.

   ②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           ) 성소에 들어가셨다.

   ③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할 수 있다.

   ④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것보다 능력이 있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                  ) 섬기게 하신다.

  (2)그리스도께서는 새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15~21)  

   ①예수님의 죽으심은 옛언약의 속량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얻게 하셨다.

   ②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같이 인간의 구원을 위한 새언약의 효력 발생

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다.

   ③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에 있어서도 피 흘림이 있었다.

    *출애굽기 24:1~11 – 모세의 시내산 언약과 백성들의 정결예식

  (3)율법을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고, (             )이 없으면 (         )도 없다.(22)

   

‘피’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된 (              )과 (              )이라는 이중 개념으로 인해 죽

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는 속죄의 상징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는 이러한 

최고의 종교적 성물인 피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이로 인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수많은 짐

승의 피가 흘려 속죄의 역할을 감당하였지만, 짐승의 피는 그 한계가 명확하였다. 그렇기에 하나

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                    )의 피 흘림을 통해 

완전하고도 거룩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이루셨다. 

  (4)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는 한 번에 온전함을 이룬다.(23~28)

   ①하늘의 성소에 들어감을 위해서는 지상의 제물이 아닌, 더 좋은 제물이 필요하다. 

   ②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닌 하늘의 성소에 바로 들어가셨다.

   ③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                   ) 드려 속죄의 제물이 되셨다.

   ④사람의 한 번 죽음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⑤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고, 다시금 이 땅에 오실 것이다. 

  (5)두 가지 희생 제사의 대조  

   

구분 옛 언약(율법) 새 언약(복음)

직무수행자 육신적 혈통에 근거한 제사장 직분(7:16)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7:26)

장소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인 장막(9:24)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온전한 하늘의 성소(9:12,24)

제물 염소와 송아지의 피(9:12,13) 그리스도 자신의 피(9:12)

횟수 수많은 제사(9:25) 단 한 번의 제사(9:26~28)

결과 불완전한 정결예식이기에 반복이 요청됨(9:13) 완전한 구속의 성취(9:26)

※성경암송 : 히브리서 9:2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