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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히브리서 제 9 강
말씀/ 히브리서 10:19-39
요절/ 히브리서 10:22

믿음으로 나아가자

1.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어떤 담력을 얻었습니까(19)?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길을 열어주셨습니까(20)? 우리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까(21,22)?

19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

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2. 우리는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합니까(23)? 서로 어떻게 격려해야 합니까(24)? 그 날이 가까울
수록 더욱 무엇에 힘써야 합니까(25)?

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4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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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식을 받은 후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됩니까(26,27)? 그런 자들이 받
을 형벌이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28,29)?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
입니까(30,31)?

26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29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

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30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

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31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

울진저  

4. 전날에 히브리 성도들은 어떤 고난을 받았으며 어떻게 견디어냈습니까(32-34a)? 그들이 기
쁨으로 고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34b)?

32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33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써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

었으니  34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앎이라  

5. 그들이 왜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까(35)?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
한 것이 무엇입니까(36,37)? 우리는 왜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까(38,39)?

35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36  너희에게 인

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  잠시 잠

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