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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에서 야채를 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신선함일 것입니다. 여러 선택 앞에 놓여 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까?

2. 사도행전 강해(23) 때,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는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을 보고, 

 "누군 데려가시고, 누군 살려내시고" 제목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행 12장)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데려가신 

 예가 나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적어 봅시다. (35b-38절)

3. 고난을 자초한 믿음의 선진들의 선택은 무엇을 선택한 것이었다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까?

 (35b, 참고/고후 12:9-10, 외경 마카비후서 7:22-23)

4.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듯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도록 격려하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39-40절, 히 10:1, 10)

적용하기

<적용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찬102/새94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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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믿음
(히 11:35b-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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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When buying vegetables at the market,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s how fresh they are.  When 
 faced with several choices in front of you, what are the key considerations or standards that you rely on?  

2. In our sermon on the Book of Acts (23) titled “Some are taken, some are saved”, we saw James being put 
 to death with the sword, while Peter was miraculously freed from jail (Acts 12).  In today’s verses, there 
 are descriptions of believers who God took from this world.  Please describe them.  (v.35b-38)

3. By describing the deliberate choice of hardships suffered by the early believers, what is the author 
 suggesting about the meaning of these choices?   (v.35b, Ref: 2 Cor 12:9-10, 2 Maccabees 7:22-23 
 Non-Canonical)

4. The early believers chose a better resurrection through faith.  How can we apply this message of 
 encouragement to go forward in faith and prepare for something better?  (v.39-40, Ref: Heb 10:1, 10)

<Song in Response:  I'd rather have Jesus(Hymn 102), Heart and S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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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36)

Faith That Makes Better Choices
(Hebrews 11:35b-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