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예배자 

 

2019년 3월 두번째 순모임 
 

영원한 구원자, 사랑의 중보자 (히브리서 7:23~28),  

 

하나님 찬양 드리기 

 내 주여 뜻대로 (새찬송가 549 / 통 431) 

 

Focus,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마음 열기 ㅣ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ㅣ 본문 읽기 히브리서 7:23-28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들과 달리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세장이십니다. 

레위 제사장들이 백성을 위해 매번 드린 동물 제사는 한계가 많아 양심의 죄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없으신 자신을 드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율법 제도에 따른 제사장직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이 모든 면에서 우

월하기에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완전한 대제사장 예수님의 출현으로 불완전

한 옛 제사장직은 폐지되었고, 예수님을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을 얻습

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ㅣ 구약 시대에 제사장 수효가 많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제사장은 누구인가요?(23~25절) 

 

 

 

1-2. 적용과 나눔 ㅣ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2-1. 관찰과 묵상 ㅣ 구약의 제사장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이

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26~28절) 

 

 

 

2-2. 적용과 나눔 ㅣ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약점을 뛰어넘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세요.  

 

 

 

> 말씀 다지기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들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완전한 대제사

장입이십니다. 죄인 된 사람은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

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립니다. 예수님

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

다 소망과 힘을 얻습니다.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 능력에 힘입어 산다는 것은 가장 큰 복

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ㅣ 예수님이 자신을 드려 단번에 이루신 영원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 

마음에 새깁니다. 십자가 은혜로 제 약점을 가려 주소서.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하셨으니, 그 자

유로 힘써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ㅣ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

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히 7:25 

 

 

Copyright to 생명의 삶 3월호 


