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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셀식구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덕담을 나눕시다.

2. 히브리서 설교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0절, 참고/ 요 10:11, 28-30)

 20절 "양들의 (                         )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 내신 

 (                         )의 하나님이"

3. "영원한 언약의 피(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는 무엇을 가르칩니까?(20절)

 참고/ 사 53:4-6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                         )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                         )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                         )은 우리의 허물 때문

 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                         )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4. 하나님은 (                         )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공포스러워 하지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0절)

 참고/ 히 8:12 내가 그들의 (                         )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                         )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히 10:15-17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                         ) 아니하리라

5. 부활을 믿는 자마다, 모든 선한 일을 "온전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참고구절을 읽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변화에 대해 나눠 봅시다. (21절, 참고/요 2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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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Today is Easter Sunday.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let’s exchange words of blessing and 
 congratulations with fellow cell members. 

2. What does the author of Hebrews call Jesus? (v.20, Ref: John 10:11, 28-30)

 v.20 “May the God of (                                   ), who through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brought 
 back from the dead our Lord Jesus, that (                                   ) of the sheep”

3. What is meant by “the blood of the eternal covenant? (v.20, Ref: Isa 53:4-6)

 Isaiah 53:4-6 “Surely he took up our infirmities and carried our (                                   ), yet we 
 considered him stricken by (                                   ), smitten by him, and afflicted.  But he was 
 (                                   )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                                   ); the 
 punishment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and by his wounds we are healed.  We all, like 
 sheep, have gone astray, each of us has turned to his own way; and the Lord has laid on him the 
 iniquity of us all.”

4. God is the God of (                                   ).  What is the reason why we no longer have to fear God but 
 be bold instead?  (v.20, Ref: Heb 8:12, 10:15-17) 

 Heb 8:12  “For I will forgive their (                              ) and will remember their (                             ) no more.”

 Heb 10:15-17   “The Holy Spirit also testifies to us about this. First he says: “This is the covenant I will 
 make with them after that time, says the Lord. I will put my laws in their hearts, and I will write them 
 on their minds.” Then he adds: “Their sins and lawless acts I will (                                   ) no more.

5. Let’s pray that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will be equipped with everything good to do 
 His will.  Read the referenced verses, then discuss the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to those who 
 believe in the Resurrection.  (v.21, Ref: John 20:21-22) 

<Song in Response: Only by Faith, The Trusting Heart to Jesus Clings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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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48)

Great~ Shepherd, Jesus   
(Hebrews 13:2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