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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교 말씀을 듣기가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까? 왜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2. 아래 구절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유익을 주었던 경험을 나눠 보십시다.

 ● 모든 (                              )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                              )하니(딤후 3:16)

3. "인도하는 자들"(17절)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아래   구절을 참고하여 답해 보십시오.

 ● ...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 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                          )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               )  하셨느니라(행 20:17, 28)

 ●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                      )로 

  삼으셨으니(엡 4:11)

 ●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                              )과 (                              )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딤전 5:17)

4. 순종/복종해야할 2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 적어 보십시오.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7b, 참고/ 약 3:1)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7c, 참고/갈 6:7-8, 요삼 1:4)

적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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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Have you had an experience where it was difficult to listen to a sermon? Why do you think that was?

2. Read the passage below and share your experience of how God’s word benefited you specifically.

 ● All (                                   ) is breathed out by God and (                                   ) for teaching, for proof, 
  for correction, and for training in righteousness (2Tim 3:16)

3. Specifically, who are the “leaders” (v.17)?  Answer by referencing the passages below. 

 ● Pay careful attention to yourselves and to all the flock, in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                                   ), to (                                   ) for the church of God, which he obtained with 
  his own blood. (Acts 20:17, 28)

 ● And he gave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he (                                               ) (Eph 4:11)

 ● Let the elders who rule well be considered worthy of double honor, especially those who labor in 
  (                                   ) and (                                   ) (1Tim 5:17)

4. From the main passage, find 2 reasons for obedience.

	 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7b, Ref: Ja 3:1)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7c, Ref:	Gal 6:7-8, 3John 1:4)

<Song in Response: Sing Them Over Again to Me(Hymn 235), Glorious of Thins of Thee are Spoken (Hymn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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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 of Hebrews (49)

Pastor and Church Members   
(Hebrews 13: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