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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가정이 가지고 있는 규율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2. 오늘 본문은 다시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가 나옵니다. 25절에 경고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은 

 무엇인가요? (참고/ 히 2:1, 히 10:29, 민 14:29-30)

3. 하늘과 땅을 진동시킴으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십니까? (26-27절) 그리고 나의 경험 속에 '진동(shaken)'된 일도 

 나눠 봅시다.

4. 다음 성경구절들을 찾아 읽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생각해 봅시다.(29절)

 - 신 4:24 네 하나님 여호와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이시요

 - 학개 2:6 ...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킬 것이요

 - 사 13:13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키며 땅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 벧후 3: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 계 16:19-20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 21:1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__________________ 바다도 다시 __________________

5. 하나님의 경고가 협박이 아닌, 자상한 아버지의 설득으로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28절, 참고/ 마 27:51)

적용하기

<적용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내가 어둠 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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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Share any rules your family has.

2. In today's text, a severe warning from God comes out again. What were the historical facts that those 
 who rejected the warning in verse 25 could not avoid? (Ref/ Hebrews 2:1, 10:29, Numbers 14:29-30)

3. What is God trying to reveal by shaking the heavens and the earth? (Vv. 26-27) Share what has been 
 “shaken” in your experience.

4.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think about who God is. (V 29)

 - Deut. 4:24 The LORD your God i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Haggai 2:6 …In just a little while, I wi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heavens and earth, the oceans, 
  and the dry land. 

 - Isaiah 13:13 Therefore I will make the heave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the earth from its will 
	 	 ___________________________	from	its	place	at	the	wrath	of	the	Lord	Almighty,	in	the	day	of	his	burning	anger.    

	 -	 2	Peter	3:10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done	in	it	
  will be laid bare. 

	 -	 Revelation	16:19-20	...The	cities	of	the	nations	collapsed.	God	remembered Babylon	the	Great and	
	 	 gave	her	the	cup	filled	with	the	wine	of	the	fury	of	his	wrath.	 Every	island	fled	away,	and	the	
  mountains ___________________________.

 - Revelation 21:1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____________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___________	no	longer	any	sea.

5. Why does God's warning sound like a father's gentle persuasion rather than a threat? (V 28, Ref/ Matt. 27:51)

<Song in Response:  O my Soul in Si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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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41)

Shaken, The removing of what can be shaken, 
Cannot be shaken
(Hebrews 12:2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