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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단에 빠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2.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경고합니다. 아래 성경구절을 읽고 교회의 가르침을 담당 목사님으로

 부터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나눠봅시다. (참고/ 마 7:15,  행 20:30, 갈 1:6-9)

3.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우리(크리스천들)의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10절). "장막"과 "제단"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알아보고, 아래 구절을 참고해서 그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참고/ 요 6:48-58)

4. 속죄일 제물의 피는 대제사장이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속죄의 피로 사용하지만,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의미를 새겨보십시다. (11-12절, 참고/ 레 16:27)

5.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는 교훈을 오늘에 적용하여 봅시다.(13절, 참고/ 고전 1:8, 23-24, 고전 2:2)

적용하기

<적용찬양: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찬465/새407장), 보혈을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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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히 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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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Have you met anyone who fell into a false teaching(cult)?

2. Hebrew preacher warns, ‘Do not be led away by strange teachings’. Read scriptures below and share 
 the importance of learning church teachings from a senior pastor. (Ref: Matt 7:15, Acts 20:30, Gal 1:6-9)

3. It says ‘We (Christians) have an altar’ that ‘those who serve the tent’ have no right to eat from (v.10).  
 Read scriptures below to find out what “tent” and “altar” represent and explain the reasons why. 
 (Ref: Matt 7:15, Acts 20:30, Gal 1:6-9)

4. High priest takes the blood sacrifice from Day of Atonement into the holy place as a sin offering, 
 but flesh was burned outside of the camp. Similarly, Jesus too suffered outside of gates. 
 Contemplate on meaning of this. (vv.11-12, Ref: Lev 16:27)

5. Take the lesson from going outside of the camp and apply it to today. (v.13, Ref:1Cor 1:8, 23-24, 
 1Cor 2:2)

<Song in Response: Dying with Jesus(Hymn 465), By the Blood of the La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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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46)

Let’s go Outside of the Camp   
(Hebrews 13:9-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