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꿈꾸는교회 성경읽기표 : 성경 15시대 45 주제

이야기 주요시대 주요주제 성경목록

창조이야기
창조시대 1. 시작된 하나님 나라

창세기 1-11장
2. 깨어진 하나님 나라

세계역사 
이야기

이스라엘 
이야기

족장시대 3. 다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창세기 12-50장 
욥기

(B.C 2100) 4. 아브라함에게 주신 3가지 약속(땅, 민족, 축복의 통로)

5. 믿음의 사람들(이삭, 야곱 요셉)

6. 민족의 약속 성취

출애굽광야시대 7. 떠남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출애굽기

(B.C 1500) 8.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배우는 하나님 나라 레위기

9. 율법으로 훈련받는 광야 40년 민수기

10. 다음 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 신명기

정복시대 11. 전쟁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여호수아

(B.C 1400) 12. 땅의 약속 성취

사사시대 13. 사사를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사사기

(B.C 1390) 14. 자기 뜻대로 하는 나의 나라

15. 절망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 나라 룻기

단일왕국시대 16. 왕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나라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1장 
역대상, 역대하 10장 
시편, 잠언, 전도사, 아가서

(B.C 1050) 17.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전건축

18.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나라로

분열왕국시대 19. 왕을 통하여 분열되는 하나님 나라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역대하 11:1-36:21 
초기 : 요엘, 오바댜 
중기 : 이사야, 미가, 호세아, 아모스, 요나  
말기 : 스바냐, 나훔, 하박국,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B.C 930) 20. 북이스라엘의 멸망

21. 남유다의 멸망과 바벨론포로

포로시대 22. 다시 준비되는 하나님 나라 다니엘,  
에스겔(B.C 605) 23. 에스겔의 설득과 다니엘의 영향력

포로귀환시대 24.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역대하 36:22-23 
1차귀환 : 에스라 1-6장, 학개, 스가랴,  
                에스더,  
2차귀환 : 에스라 7-10장 
3차귀환 : 느헤미야 
말라기

( B.C 537) 25. 성전재건, 영적재건, 성벽재건

26. 답 없는 이스라엘

침묵시대 27. 제국변동을 통하여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 페르시아-그리스-헬라-로마

(B.C 400) 28. 예수님 오심의 준비

세계역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시대 29,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1-11

(A.D 1) 30.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말씀과 사역

31. 신성모독으로 인한 십자가 죽음

32. 옳다고 인정받으신 부활

33. 증인이 되라는 명령과 승천

교회 
이야기

성령시대 34. 성령을 통하여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12-7:60

(A.D 30) 35. 예루살렘에서 흩어지는 제자들 사도행전 8:1-12:25

36. 1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1-15:35

37. 2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5:36-18:22,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38.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8:23-21:14 고린도전서,고린도후서, 로마서

39. 로마감옥에서 보낸 편지와 4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21:15-28:31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야고보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교회의 고난 시대 40. 고난을 통하여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

(A.D 64) 41.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A.D 64 로마대화재)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유다서, 히브리서

42.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 ( A.D 70 예루살렘 멸망)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1-20장

43. 고난 끝, 새로운 시작 (A.D 313년 기독교공인)

나의 이야기 현재 
(A.D 313-현재)

44.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종말 이야기 종말 시대 45.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 21-2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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