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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속의 절기 3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절 한절에 의미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절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오랫동안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
완성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고,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끝 마침(롬 10:4)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의 절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배워 보겠습니다.

1. 지난주에 배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 봅니다.

2. 성경교사님께서 위의 그림 속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래의 명칭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
-

유월절(Passover, Pesach) → 사망에서의 (

-

무교절(Unleavened Bread) → 죄와의 (

-

초실절(First Fruit) → 부활의 (

-

오순절(Pentecost, Shovouot) → 또 다른 보혜사 = (

-

나팔절(Trumpets, Rosh Hashanah) → 심판, 경고, 다시 오실 (

-

속죄일(Atonement, Yom Kippur) → 회개, 금식, (

-

초막절(Tabernacles, Sukkot) → 축제, 구원의 감격, 완성을 (

-

부림절(Purim)

-

수전절(Hanukkah)

)
)

):(

)
)이 오심
)

)를 깨끗게 함
)하고 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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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의 절기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오랫동안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성령님
완성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되고,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 끝 마침(롬 10:4)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말하는 성경의 절기,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을 예수님과 연관시켜야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배워 보겠습니다.

1. 지난주에 배운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 봅니다.

2. 성경교사님께서 위의 그림 속의 의미를 생각하며 아래의 명칭을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
-

유월절(Passover, Pesach) → 사망에서의 (구원)

-

무교절(Unleavened Bread) → 죄와의 (분리)

-

초실절(First Fruit) → 부활의 (첫 열매) : (부활)

-

오순절(Pentecost, Shovouot) → 또 다른 보혜사 = (성령)이 오심

-

나팔절(Trumpets, Rosh Hashanah) → 심판, 경고, 다시 오실 (예수님)

-

속죄일(Atonement, Yom Kippur) → 회개, 금식, (죄)를 깨끗게 함

-

초막절(Tabernacles, Sukkot) → 축제, 구원의 감격, 완성을 (기억)하고 누림

-

부림절(Purim)

-

수전절(Hanukk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