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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우자에게 사랑의 노래나 시를 선물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였습니까?

2. 히브리서 설교자는 성도로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명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와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의 제사가 왜 입술의 열매인지 느끼는 바를 나누어 봅시다. (15절, 참고/ C. S. Lewis 

 [Reflections on the Psalms])

3. 지금 우리 크리스천들이 드려야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찬송의 제사'와 

 '선행'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15절, 사 64:6, 히 10:11-12)

4. 절기마다 드렸던 구약의 제사와 달리, 크리스천의 제사는 언제 드리라고 권면합니까? 그 의미가 주는 교훈은 무엇

 일까요? (15절, 히 4:13, 시 51:11-12)

5. '선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균형있는 항해를 위해서 저어야할 노가 찬송의 제사와 선행의 제사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구절을 읽고 우리의 삶이 예배당 안과 밖이 얼마나 균형이 있는지 살펴 보십시다. (16절, 

 참고/ 약 1:27, 약 2:15-16, 마 22: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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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당 안과 밖의 제사
(히 13:15-16) 

제 4 7 편



Apply to Life1. Have you ever presented a song or poem of love to your spouse? When was it?

2. The preacher of Hebrews commands to offer to God “a sacrifice of praise.” It can be said Psalms are 
 poems and songs to God. Share how you feel about the reason why the sacrifice of praise is the fruit 
 of lips. (V 15, Ref/ C. S. Lewis [Reflections on the Psalms])

3. The sacrifices that we Christians should offer right now are not a sacrifice to kill the beast at the 
 temple in Jerusalem, but ‘a sacrifice of praise’ and a ‘good deed.’ What is the reason for this? 
 (V 15, Isaiah 64:6, Hebrews 10:11-12)

4. Unlike the sacrifices offered at each feast of the Old Testament, it is recommended for Christians 
 to offer sacrifices differently. When is it? What is the lesson of its meaning? (V 15, Hebrews 4:13, 
 Psalm 51:11-12)

5. 'Good deed' is a sacrifice that pleases God.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sailing, we must row a 
 sacrifice of praise one side, and a sacrifice of good deeds on the other. Read the following reference 
 verses and see how balanced your lives are in and out of the church. (V 16, Ref/ James 1:27, 
 James 2:15-16, Matthew 22:37-39)

<Song in Response: Bless You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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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47)

Sacrifice in and out of the church   
(Hebrews 13:1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