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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가지의 위대한 종교적 체제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하셨는데, 족장시대와 유대주의와 

그리스도인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각각의 세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그의 법을 계시 

하심으로 그들에게 법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기대하셨다. 

 

족장시대                                                              2,500 년 

족장시대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시내산에서 율법을 준 것과 함께 끝이 났다. 이 

시대를 별빛의 시대라 불렸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점차적으로 나타내셨기 때문이다. 

이 기간의 대표적인 성격을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다. 종교는 곧 가족 종교였다. 동물을 

제물로 드렸고(창 4 장) 육신적 할례의 관습과(창 17:10), 자연적인 탄생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의미였다. 십일조의 관습과(창 14:20), 이 시기에는 제단(祭壇)이 큰 

관습이었다. 믿음과 순종이 근본이었다. 

 

유대교 시대                                                          1,500 년 

유대인(혹은 모세) 시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로 시작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에 끝났다. 이 시대를 역시 달빛 시대라 불렸는데 하나님의 진리가 보다 많이 

사람들에게 계시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간의 대표적인 성격을 모세에게서 볼 수 있다. 이 

때의 종교는 국가적인 종교였다. 동물들이 제사로 드려지고 육체적 할례를 행하는 관습이 

있었으며, 역시 자연적인 탄생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의미였다. 십일조의 

관습과 함께 이 시대의 큰 관례들은: 제단과, 성막, 성전과 회당이었다. 믿음과 순종이 

근본이었다. 이러한 법은 역시 예수의 대속의 죽음으로 끝났다.(앞의 과목을 참고하라.) 

 

 

그리스도인 시대                                                      1,900 년 

모세의 율법 시대는 형식상으로나 법률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끝났다. 역시 

그것들은 사도행전 2 장의 오순절 날에까지 미치는 좋은 역할을 하였다. 그 날에 성령께서 

내리셔서 사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했으며(요 16:13) 새로운 시대의 안내자로서 이 세상 

끝 날까지 이를 것이다. 이 시대를 햇빛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대낮에 

행하는 것처럼 완벽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기간의 대표적인 성격을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히 9:27)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제7과 

세가지의 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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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례로 장사 될 때 우리의 죄를 잘라내셨다.(골 2:11~12) 새로운 탄생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언약에 들어 가는 것이다.(요 3:5; 막 16:16)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드림은 천국의 일을 위하여 드림직한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재원 

(財源)과 같다.(고전 16:1~2) 이 시기의 가장 위대한 제도는 복된 주의 교회이다.(마 16:18; 

롬 16:16) 

 

질문들 

1.성경에서는 몇 가지의 시대를 구분해 볼 수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그것들의 이름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 시대는 _________ 년 동안이며, ___________ 시대는 _________ 년 동안이다. 

 

_____________ 시대는 이미 _________ 년을 더 지났다. 

 

4.족장시대의 주요 인물은 누구인가? __________________ 

 

5.무엇을 제물로 드렸나? ________________ 

 

6.무엇이 곧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의미였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 

 

7.왜 모세의 율법시대를 달빛시대라고 불렀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유대인 시대의 큰 관례들은 무엇이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모세의 율법 시대는 언제 끝났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그리스도인 시대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우리의 제물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우리의 할례는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그리스도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제도는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