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장 성경 공부 (목원용)             휴스턴 서울 교회 

              2020 년 3 월 13 일 
 

히브리서 개요 
(The Letter To The Hebrews) 

 
1. 저자: 히브리서의 저자는 신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자에 대한 여러 

논의와 추정된 인물들이 있지만, 솔직히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라고 추정이 되기도 하였지만, 두가지 면에서 아니라는 결론이 납니다. 

• 히브리서의 문체, 사용된 단어들이 바울 서신의 것들과 차이점을 보입니다 

• 히브리 2:3 절에서 “이 구원은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갈라디아 1:11-16, 고린도전서 15:8 말씀들과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받았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로 언급이 되는 사람들중에는 바나바, 실라, 누가, 빌립, 클레멘트, 그리고 

아볼로등이 포함되지만, 그 답은 오직 하나님 만이 아시는 문제입니다 (오리겐, 254). 

내용을 통해서 몇가지 추정을 하자면, 화려한 문체와 상당한 지식 수준, 그리고 유대인들의 

역사, 전통에 익숙한 것으로 보아서, 잘 교육받은 유대인이었으며, 13:23 절에 디모데가 

언급이 되는 것으로 보아서, 저자가 사도바울의 동역자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는 

추정은 가능합니다. 

 

2. 히브리서의 대상,  씌여진 시기, 장소: 이 편지서의 이름 (히브리 사람들에게)과 구약 

성경의 내용, 특히 제사와 같은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 점, 그리고 13 장 24 절에 

아탈리아에서 온 사람들이 문안한다라는 구절, 그리고 13:19 절 내용으로 보아 저자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서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기는 넓게는 45 – 96 년 사이로 

추정하지만, 제사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 70 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 이전, 대략 서기 

65 년 경으로 추정합니다. 히브리서가 적힌 장소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3. 저술 목적: 히브리서에는 믿음을 떠나지 말고 인내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2:1-4, 3:7–4:13, 5:11-6:12, 10:19-39, 12:1-29). 그리고 10:32-34 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언급하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굳게 잡으라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6-8 장).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유대인 신도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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핍박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 참된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권면을 하고자 이 편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10:22-24) 

 

4. 살펴보아야 할 점들:  

A. 신약 성경 27 권에 포함된 정경을 구분하는 기준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o 예수님의 사도들 혹은 그들과 동역을 한 사람들이 저술하였는가?  

o 전체 신약교회들이 정경으로 인정하고 사용하고 있었는가?  

o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가?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분명하여 정경에 포함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동방교회는 히브리서를 일찍 인정한 반면, 서방교회는 인정하지 않고 

있었는데 393 년에 히포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공식적으로는 정경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B.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상당히 많은 부분 인용을 하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안에 예시된 예수님을 언급하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1-2, 3:1-19) 

C. 히브리서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언급합니다.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자신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제사장, 일반 

사람들의 연약함을 동정 할 줄 모르는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임명받은 제사장으로서, 모든 제사장들의 약점을 해결하신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5 장, 7:27) 

D. 믿음의 성숙, 고난 가운데 견디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o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견딥니다 (3:14)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7:25) 

o 겉으로 믿는 척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3:12, 4:2) 

E. 13 장 15 절부터 마지막 인사 부분 전까지 저자는 참된 제자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선한 행동으로 나누고 돕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바르게 

처신하고 등등. 그런데 20 절과 21 절을 보면 이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스스로의 성숙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듬질 덕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