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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하는 우리들에게 나 개인만 완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완주할 것을 권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입니다. 본문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임을 알 수 있을까요? (12-13, 15절, 참고/ 행 20:28, 벧전 5:2)

 

2.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15절)은 누구입니까? 이들을 누가 도와야 할까요?(갈 6:1-2, 롬 3:23)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   

 

3. 한국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표현인 본문의 "쓴 뿌리"는 우리가 흔히 피해의식 속에 사용하는 '상처'라기 보다는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참고/행 8:23, 롬 3:14)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무엇인지 다음 구절들을 살펴 보십시다. (15b-17절, 신29:18-20, 마 18:15-18)

 

 

 

 

4. 교회가 한 공동체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기 위해 화평함을 지키며 거룩함을 따라가야 한다고 14절에 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하고, 내 안에 깎을 잔디는 무엇이며, 뽑을 잡초는 무엇인지 나누고 같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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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는 깎고, 잡초는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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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Today’s verses encourage us to finish the race of faith all together as a church  instead of individually 
 or just among some of us.  Where can we find this message  among the verses we read today? 
 (v. 12-13, Ref: Acts 20:28, 1Peter 5:2)

2. To whom does the phrase “misses the grace of God” (v.15) refer to?  Who should reach out to help 
 them? (Ref: Gal 6:1-2, Rom 3:23)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For many Koreans, the phrase “bitter root” is often used to describe a victim’s wound but in today’s 
 verse it refers to viciousness or currishness. (Ref: Acts 8:23, Rom 3:14)  What are the acts committed by 
 people with “bitter root”, and what are the warnings from God in this regard?  Refer to the following 
 verses. (v.15b-17, Deut 29:18-20, Matt 18:15-18) 

4. Verse 14 tells us that in order for the church as a community of believers to focus on and walk with 
 God, we must live in peace and be holy.  Reflect on how this relates to the title of today’s sermon.  
 And let’s discuss and pray together:  within each of us, what is the grass that need to be cut, and 
 what is the weed that need to be pu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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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39)

Cut the Grass, Pull Out the Weeds 
(Hebrews 12: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