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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틀즈의 'Yesterday' 노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 7절의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3. '어제의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3중직 threefold ministry로 설명해 봅시다.(8절, 히 5:7)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히 10:4; 사 42:3)

  * 히 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                          )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히 4:12-13; 눅 24:32)

  * 히 4:12-1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                          )과 (                          )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                          )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 눅 24:32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                          ) 아니하더냐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마 28:18, 엡 1:21)

  * 마 28: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                          )를 내게 주셨으니

  * 엡 1:21-22 모든 (                          )와 (                          )와 (                          )과 

   (                          )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4. 혈루병 걸린 여자와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의 예수님'을 적용해 봅시다.

 (참고/ 막5:21-34, 마 9:18-26, 눅 8:40-56)

적용하기

<적용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찬133/새135장),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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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와 오늘이 똑같다
(히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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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What is the message of Beatles’ hit song ‘Yesterday’?

2. Verse 7 mentions “your leaders” – who are they referring to?

3. Explain ‘yesterday’s Jesus’ in terms of the threefold ministry (v.8, Ref: Heb 5:7)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Heb 10.4, Isa 42:3)   
  * Heb 10:4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the blood of bulls and goats to take away (                             ).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Heb 4:12-13, Luke 24:32)
  * Heb 4:12-13  For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                                    ) and (                                    ); 
   it (                                    )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 Luke 24:32  … Were not (                                    ) burning within us while he talked with us on the 
   road and opened the Scriptures to us?

 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Matt 28:18, Eph 1:21)
  * Matt 28:18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                                    )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 Eph 1:21-22  far above all (                                    ) and (                                    ), (                                    ) 
   and (                                    ), and every title that can be given, not only in the present age but also 
   in the ones to come.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4. Recalling the incidents when the woman with the bleeding problem (hemophilia) was cured and the 
 daughter of synagogue ruler Jairus was saved, discuss how ‘today’s Jesus’ applies to us.  
 (Ref: Mark 5:21-34, Matt 9:18-26, Luke 8:40-56) 

<Song in Response: Oh, How Sweet the Glorious Message (Hymn 133),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코로나 숲을 뚫고 가는 로드맵

히브리서 강해
주일설교시리즈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Bryan Kim

Book of Hebrews (45)

Yesterday and Today is the Same
(Hebrews 13: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