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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만화를 보고 동감하는 것이 있습니까?

 

2. 형제 사랑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할 

 것을 명합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1절, 살전 4:9-10, 

 참고/요한 칼빈/요 13:34-35)

 

3.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먼저 주신 메시지입니다. 교회 지체들 사랑을 계속하는 지혜를 

 나누어 봅시다.(고전 13:4)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갈 5:19-26)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빌 2:3-4)

 

4. 손 대접이 초대교회에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를 설명해 보면서 우리의 손 대접 수준을 반성해 봅시다.

 (2절, 참고/ 요일 3:14, 마 25:25-27, 40, 딤전 3:2, 딛 1:8, 벧전 4:9)

 

5. 본문에 '갇힌 자'는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간 자라기보단, 신앙의 핍박으로 감옥에 간 자를 의미합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특히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3절, 참고/ 히 10:32-34)

적용하기

<적용찬양: 형제에 모습 속에, 우리 함께 기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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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 계속 하기
(히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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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Have you ever felt the same way as depicted by this 
 cartoon?  

 

2. Brotherly love is not something that is a one-time 
 act, but instead, it is something that continues on.  
 What is the evidence of this?  (v.1, 1 Thess 4:9-10, 
 Ref: John Calvin,  John 13:34-35) 

 

3. Continuing in brotherly love is one of the first messages given to the church community.  
 As members of the church, share your ideas on ways to continue the   brotherly love.  (1 Cor 13:4)

 

4. Discuss the reasons that hospitality became an important virtue for the early church, and let’s 
 reflect on our own level of hospitality.  (v.2, Ref: 1 John 3:14, Matt 25:25-27, 40, 1 Tim 3:2, Titus 1:8, 
 1 Peter 4:9)

 

5. In today’s verse, “those in prison” refers not to those who committed a crime but those who have 
 been prosecuted for their faith. Let’s pray for the believers who are prosecuted for their faith. 
 Especially, let’s pray for the believers in North Korea. (v. 3, Ref: Heb 10:32-34)

<Song in Response:  I See the Image of God in You, Let Us Pra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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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42)

Keep On Loving Each Other
(Hebrews 13: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