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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에서 이제 대면의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만나고 싶었던 가족과 믿음의 식구들과 격려의 

 인사를 나눕시다.

2. 히브리서 설교자도 성도들을 대면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보고 싶은 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18절, 19절, 23절)

 ● 19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                             ) 위하여...

 ● 23절: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                             )

 ● 18절: 우리를 위하여 (                             )

3. 22절에 "...(                             )의 말을 용납하라"고 권합니다. 설교 말씀을 잘 받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기 전, 설교자의 건강, 설교자의 설교 준비, 설교자의 생각의 온전함을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4. 사도바울도 기도부탁을 합니다. 다음 구절을 읽고 우리도 서로를 위해 기도제목의 범위를 넓혀갈 부분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18절, 참고/엡 6:19, 골 4:3-4, 살후 3:1)

5. 설교자는 디모데가 놓인 기도 응답을 나눕니다. 우리가 나눌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25절, 참고/ 딤후 3:10-14a, 

 딤전 5:23, 사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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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 to Life1. From the lack of social interaction caused by COVID-19, we are now coming out to the social world 
 where we can interact with others face to face. Share greetings of encouragement with the family 
 and friends that we most wanted to meet.

2. The preacher of Hebrews was also eager to meet those believers face to face. What is the favor he 
 is asking of those he wanted to meet? (V 18, 19, & 23)

 • Verse 19: …I may be (                                     ) to you soon.

 • Verse 23: Know that our brother Timothy has been released. If he arrives soon, 
  I will come with him to (                                ) you.

 • Verse 18  (                                ) for us.

3. In verse 22, “… I urge you to bear with my words of (                                )." He is asking them to  
 receive the sermons by grace. Before you receive the Word, how much do you pray for the health 
 of the preacher, the preparation of the sermon, and the integrity of the preacher's thoughts?

4. The Apostle Paul also asks for prayer.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how our prayer requests 
 can be expanded for one another (V 18, Ref/Eph 6:19, Col 4:3-4, 2 Thessalonians 3:1).

5. The preacher shares the answer to the prayer of Timothy's being released. If you like to share the 
 answer to your prayers, what would it be? (V 25, Ref/ 2 Tim 3:10-14a, 1 Tim 5:23, Isaiah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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