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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히브리서 제 11 강

말씀/ 히브리서 11:23-40

요절/ 히브리서 11:33

세상을 이기는 믿음
1.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는 왜 아이를 숨겼습니까(23, 출1:22, 2:1,2)? 모세는 장성했을 때

믿음으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24,25)? 그는 고난 받는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26)?

23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

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24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25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26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

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출1:22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출2:1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2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

나

2.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왜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27)? 그가 유월절 어린양의

피를 뿌릴 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28)?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이 어떻

게 달랐습니까(29)?

27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28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29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 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3. 이스라엘은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였습니까(30)? 라합은 왜 그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습

니까(31)?

30 믿음으로 칠 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3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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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에 또 어떤 믿음의 용사들이 있습니까(32)? 그들이 믿음으로 이룬 승리가 무엇입니까

(33,34)? 여자들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35a)?

32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33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

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a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

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5.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어떤 고난도 감당했습니까(35b-38)? 그들이 겪은 고생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35b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6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

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 (이런 사람은 세

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6. 하나님은 그들의 어떤 점을 인정하셨습니까(39a)? 그들이 믿은 약속은 당시에는 어떻게 되

었습니까(39b)? 그들은 우리와 함께 무엇을 얻게 됩니까(40)?

39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

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